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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 _ 박맹수(원광대 총장)

허남진
(원불교사상연
구원 연구교수)

4

§

개회사

반갑습니다.
오늘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및 숭산종사님 열반 35주년을 맞이하여
숭산 박길진 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원불교의 역사는 원광대학과 함
께 발전해왔습니다. 원광대학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을 계승한 정산종사님의 발원과 기획, 그리고
숭산종사님의 실천궁행의 산물입니다. 성자께서 염원하신 불일증휘 법륜상전(佛日增輝 法輪常轉)을
위한 교육 도량으로 인해 원불교를 한국과 세계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위
법망구 위공망사(爲法忘軀 爲公忘私)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본교를 명문 사립대학의 반석에 올려
놓은 숭산종사님의 사상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모기념대회, 논집과 문집 발행이 있었지
만,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처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선배제현들께서 닦아놓으신 길이 아니었
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숭산종사님의 평생의 삶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양
대학에서 사사한 스승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사회개혁가들이었으며, 국내와 세계에서 만나고 소
통한 인물들 또한 선구적인 지식인, 종교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인류와 사회에 성불제중, 제생의세,
내성외왕, 수처작주 수처해탈, 지덕겸수와 도의실천의 인재와 지도자를 길러내고 있는 원광사단을 만
든 그 노고의 뒤에는 끊임없는 배움과 만남, 창조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일원주의의 원대한 꿈을 교
육으로 구현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덕망 높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사를 드릴 분이 있다면, 어려운 대학 환경 속에서도 근본을 향한 더욱
깊은 성찰과 미래의 웅비를 위해 숭산종사님을 이 시대에 다시 소환한 학산 박맹수 본원 원장님입니
다. 큰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숭산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학의 태두인 숭산종사님
은 세계를 포괄하는 교육학, 종교학, 철학에 기반, 병든 사회와 문명을 향해 통렬한 사자후를 토해내
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를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이라고 정한 것도 법신불의 진리를 전
세계에 드러내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광대학 또한 오늘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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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와 축사를 해주실 추산 성시종 이사장님, 보산 나상호 교정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
신 원로교무님들과 내외빈 여러분, 교직원과 학우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을 해주실 학산 박맹수 총장님을 비롯해 박민영 선생님, 마츠모토 세이이치 선생님, 김
봉곤 선생님, 안관수 선생님, 유지원 선생님, 조성환 선생님, 야규 마코토 선생님, 이주연 교무님, 허
석 교무님, 가산 김영두 교무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허남진 선생님, 장진영 교무님, 임전옥 교
무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법신불사은님과 시방삼세 제불제성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원불교사상연구원 부원장 원영상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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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

반갑습니다.
숭산 박길진 초대총장님의 삶과 걸어오신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매우 소중한
학술대회를 이곳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학교가 지난 1946년에 창립된 이래 75주년을 맞이하였
을 뿐 아니라, 숭산 초대총장님이 열반하시고 35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자 열리
는 매우 뜻깊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75년간 역대 총장님들, 수많은 원광대학
교의 일꾼들과 원불교 교단 내외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정성들여온 빛나는 결실을
토대로, 앞으로의 더욱 밝은 앞날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숭산 초대총장님의 삶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운데, 동서양 철학을 회통시킨
당대 대표적 지성인으로서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 시절부터 많은 인
재들이 참된 교법정신을 두루 갖추도록 전인적 교육에 기여하며 교육계에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셨고,
원광대학교가 지금의 글로벌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만드셨으며, 원불교 교단에서도 여
러 중책을 역임하는 가운데 일원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셨습니다.
사실적인 훈련을 통한 덕성을 겸비할 것을 강조했던 숭산 초대총장님은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인재가
요구되는 지금 시대의 현안을 예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범을 보이셨던 실천적 종교가
이자 학자, 사상가,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화두에 생생한 응답을 보내오는 것 같
습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숭산 초대총장님의 이러한 삶의 과정을 심도 있게 성찰해 봄으로써
원광대학교와 원불교 교단, 그리고 요즘 시대의 철학과 사상, 교육이 품어야 할 지향점도 모색해보는 활
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모
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환영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성시종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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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원불교 교단은 물론 학내 선후진 구성원
들이 모두 숭모(崇慕)하는 숭산 박광전(길진) 총장 교무님의 기념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개관하고,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숭산 총장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
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심에 교단을 대표하여 박맹수 총장님과 국외⋅국내⋅교
내 연구 학자님들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숭산 총장님은 교단적으로도 큰 어른이셨을 뿐 아니라 전국대학총장협의회에
서는 ‘부처님같은 총장님’으로 불릴 정도로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 학계에서도 존경받으셨던 이 시대의
성자(聖者) 총장이셨습니다. 제가 타 대학의 상과대학 신입생 때 전주 서문교회 장로셨던 무역학 교수
님께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가셨다가 대학관계자의 안내로 총부순례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셨던 숭산 총장님께서 당시 사가
였던 총부 경내 숭산원 마당에서 연탄집게에 빨간 연탄불을 들고 오셔서는 연탄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
고, 무소유(無所有) 무상(無相)하신 총장님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숭산 총장님 이야기에 원불교를 신앙하는 풋내기 대학생이던 저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감동했던 기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선연합니다.
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진인(眞人)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 그런 안목이 없다 해도 우리는 오늘 이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성자 숭산 박길진 총장님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거룩한 생애는 원광대학교의 흔들림 없는 뿌리로서 길이 건재해왔음을 확인할 것입
니다.
숭산 총장님께서는 진리를 꿰뚫어보신 혜안(慧眼)으로 원광대학교를 지덕겸수 도의실천 도량으로 일
구시고, 원광의 출신들이 이 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동량으로 활동하게 하시어 오늘날 이 나라가
UN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큰 일조를 하신 무량공덕은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2년여
를 지나온 코로나 19의 파고를 넘어 2021년 한해를 갈무리하는 이때, 숭산 박길진 기념관을 새롭게 개
관하고 학술대회를 열어 크게 보은을 해주신 박맹수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연구 학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두렷하고 밝으신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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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의 삶과 사상 : 구국과 개벽의 길을 찾아 -

박맹 수
원광대학교 총장

올해 2021년은 ‘사람 중심의 글로벌 마인드 개벽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개교 75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원광대학교는 1946년 5월 1일에 ‘유일
학림’(唯一學林)이란 이름으로 개교하였습니다.1) 개교 당시, 지금의 총장에 해당하는 학림장은
상산 박장식 종사, 부총장에 해당하는 학감은 숭산 초대 총장이셨습니다.

<그림 1> 필자의 학위수여식 날 숭산님을 모 시고(1979. 2. 26)

1) ｢원광대학과 원광중학｣, 원불교연혁, 원불교중앙총부 제1대 성업봉찬회, 1953년 4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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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또한 우리 대학 초대 총장이신 숭산 박길진(崇山 朴吉眞, 1915-1986, 원불교 법
명은 光田, 이하 숭산) 박사 서거(逝去)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12월 3일이 바로 숭산
총장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개교 당시인 1946년부터 1986년까지 만 40년 동안 최선두에서
온갖 고초와 풍상을

겪으며 우리 원광대학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세워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초대 총장 숭산님이십니다.
우리 대학 교책(敎策) 연구기관이자 숭산님께서 초대(初代)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원불교
사상연구원(圓佛敎思想硏究院)에서는 재작년인 2019년에 숭산님 서거 35주기를 기념하고자
기념전시실 리모델링, 숭산 총장관련 1차 사료의 발굴, 기념 학술대회 개최 및 기념 다큐멘터
리 제작을 결정하고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숭산님의 배재고보 재학
(재학기간은 1931-1936)

당시의 ｢학적부｣와 일본 동양대학 유학 시절(유학

기간은 1937-1941)의

｢학

업 성적표｣를 비롯하여2), 해방정국(1945-1948) 아래 숭산님이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
전) 익산지부 결성에 참여한 사실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해 실
시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즉 1948년 5.10선거 당시 숭산님이 익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한 사실이 게재된 신문기사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3) 새로운 자료
발굴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숭산님이 남긴 저술 가운데 미처 발굴되지 못했거나, 아직까지 학
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지 못한 저술들도 다수 찾아내는 망외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새로 발굴한 저술들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먼저 기왕에 널리 알려진 숭산님의 학문적 업적 가
운데 단행본으로 간행된 저술들을 연도별로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5 주해강설: 한글금강경
1975 숭산 박길진박사 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대종경강의,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4 숭산 박길진박사 고희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4 예화집, 원불교출판사
1985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원광대학교 40년사, 원광대학교
1988 구도역정기(공저), 원불교출판사
1995 봉황과 더불어(기념사모음집), 원광대학교 의전과
1996 숭산논집(열반 10주년 기념), 원광대학교 출판국
2) 숭산의 동양대학 유학 상황 및 학업성적표에 대해서는 ｢숭산 박광전 종사의 동경유학과 동양대학｣, 원
광545호, 2020년 1월호 참조.
3) 해방정국 아래 숭산이 전개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해방정국과 숭산 박길진 종사의 건국사업 참여｣, 
원광558호, 2021년 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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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숭산종사 추모기념대회: 아 숭산종사,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원불교사상연구원
위에 소개한 숭산님의 기왕의 학문적 업적들 속에는 숭산님께서 직접 저술한 저작 외에 후
학들이 숭산님의 학문적 업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저술한 저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숭산님 관련 저술들을 찾는 과정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저술들이 다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대표적 저술이 바로
1941년 일본 동양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논문으
로 제출한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라는 학부 졸업논문입니다. 이 졸업논문 원본은
원래 동양대학 철학과 수료 당시 동양대학 측에
제출된 것으로 펜으로 직접 필사했으며, 현대 일
본어 표기 이전 구(舊) 일본어로 쓴 것입니다.
구 일본어로 작성했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한
이들도 읽기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현재, 이 졸업
논문은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내의 숭산기념전
시실에 그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원불교사
상연구원 연구교수 야규 마코토 박사가 한글로
번역 중에 있습니다.
일찍이 숭산님은 ｢구도역정기｣4)에서 배재고보
재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입학 초기에는 독립운동
에 가담하려고 했으나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림 2> ｢구도역정기: 숭산 박광전 법사편①｣,
원불교신보제430호, 1985.09.16.

점차 인간의 본질, 우주의 궁극 문제 등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생각이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략) 이때부터 나는 안으로
나 자신 인생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귀결되었다. 그래서 철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철
학개론과 논어, 맹자, 중용에 이르기까지 독파하였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철학에 대한 관심
이 깊어졌으며 그 방향의 공부에 집중하였다.5)
4) 숭산님의 ｢구도역정기｣는 당초 원불교신보(현재의 원불교신문의 전신) 제430호(1985년 9월 16일
자)부터 제445호(1986년 2월 16일자)까지 총1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후 숭산님의 구도역정기는 원
불교신보신서 2: 구도역정기(원불교출판사, 1988년 9월 30일 발행)에 수록된 이래, 몇 차례에 걸쳐 전
재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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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통해 숭산님의 배재고보 재학 시절은 ‘독립운동에서 철학으로’ 일대 사상적 전환
이 이루어진 시기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저는 바로 이 같은 전환을 숭산님 전 생애에 있어서
나 원불교 106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전환 곧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해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바로 그 같은 대전환이 있었기에 숭산님에 의한 원불교의 ‘원철학(圓哲學)’6)
이 형성될 수 있었고, 그 ‘원철학’을 핵심으로 하는 원불교학(圓佛敎學)이 보편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중심의 글로벌 개벽대학’ 원
광대학교(圓光大學校)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쇼펜하우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숭산님은 과연 언제부터 쇼펜하우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앞에 인용한 숭산님의 ｢구도역정기｣에 의하면, 배재고보 시절에 이미 “쇼펜하우어의
저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독파”7)하였다고 합니다. 배재고보 재학 기간은 모두 5년간인 바 시
기적으로는 1931년에서 1936년으로 숭산님의 나이 17세에서 22세 때까지입니다. 숭산님은 인
생에 있어 가장 지적 호기심과 정서적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쇼펜하우어에 푹(?)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 입학 이전부터 이미 쇼펜하우어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숭산님은 왜 특별히 쇼펜하우어에 대해 주목했던 것일까요? 그 배경과 이유가 궁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
유를 숭산님의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
논문 맨 앞에 나오는 ‘서언(緖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언’의 일
부를 인용합니다.
나는 먼저 나의 입장에서 논(論)을
전개해 가고자 한다. 그저 훈고학적
(訓詁學的)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
또한 오로지 개념적(槪念的으로 설
명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나 자신
이- 인용자 주) 체험하고 증명한 입
<그림 3> 박길진,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논문, 1941(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숭산기념전시실
소장)

장에서 보려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
다. 논하는 기술을 보여주려는 것이

5) 구도역정기, 원불교출판사, 1988, 114쪽; 숭산종사 추모 기념대회: 아, 숭산종사, 2004, 43쪽; 숭산
문집: 한 떨기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2006, 53쪽.
6) ｢원사상 체계화한 학자 종교인｣, 동아일보 1986년 12월 3일, 6면 및 ｢오늘의 원불교 틀 잡은 이론가,
타계한 박길진 원광대 총장｣, 조선일보 1986년 12월 4일 조간 7면 참조.
7) 구도역정기, 앞의 책,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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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본(本)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하는 바이다. 대담불손(大膽不遜)한 일
이자만 나는 오직 그것(논하는 기술 - 인용자 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졸렬
한 의견이어서 예컨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평소 고뇌하고 있던 문
제에서 일종의 광명을 찾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써보려고 생각한 것
이다.8)

위 ‘서언’에서 우리들은 숭산님의 학문하는 자세와 함께 그 철학적 사유방식의 특징을 알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숭산님의 학문하는 자세는 첫째, 훈고학적 접근을 단연코 거부하고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훈고학이라면 청(淸)나라 말기의 고증학(考證學)을 들 수 있
으며, 근대일본의 학문경향 역시 거의 대부분 훈고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숭
산은 그 같은 훈고학적 학문을 단연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숭산님은 ‘개념적’ 서술
을 중시하는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적 태도는 서양
근대철학이 추구했던 합리적 이성주의, 논리적 실증주의의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잘 알려져 있듯이, 서구의 근대철학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리적 이성(理性)입니
다. 이것을 일러 보통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라고 하지요. 이성이 경험이나 감성과 어떻게 관
련되는가에 따라 합리주의(이성주의) 철학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헤겔에 이르러 이성
을 절대화함으로써 합리주의 철학은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성의 절대화로
치닫는 근대철학을 비판하는 새로운 철학적 조류가 형성되는데, 그 일단이 바로 생철학(生哲
學)입니다. 생철학은 이성주의를 정면에서 반대하고 근대철학이 외면해 버렸던 비이성적 영역
곧 생(生)의 의지(意志)에 주목하는 바, 바로 그 생철학의 ‘무녀리’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
다. 위에 인용한 숭산님의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논문 ‘서언’ 내용은 한 마디로 생의 의지를 철
학적 사유의 핵심으로 삼은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적 테제에 한 치도 어김없이 부합(符合)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배재고보 시절부터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던 숭산의 철학적 사유방식이 유감없
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쇼펜하우어의 생애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그는 1788년 유럽의 항구 도
시 단치히(지금의

폴란드 그다인스크)에서

상인인 아버지와 소설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

생했습니다. 21세 때인 1809년부터 25세 때인 1813년까지 독일의 괴팅겐대학교, 튀링겐 주립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1820년대에는 힌두교와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동양사
상가들이 서양과는 다른 환경, 언어, 문화 속에서 근대적인 서양철학의 과제에 대해 같은 결론
을 말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발견을 쇼펜하우어는 글로 써서 남겼고, 서양에
서는 최초로 동양철학의 세련된 점을 서양인 독자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요컨대, 쇼펜하우어
8)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논문, 1941년, 원광대학교 숭산기념전시실
소장, ‘서언’ 참조, 원문은 일본어,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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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간의 유사성을 강조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독창적인 철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숭산님이야말로 근대한국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의 매력
을 가장 일찍 알아본 한국철학자로 다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숭산님의 저술 가운데 미처 발굴되지 못한 또 하나의 업적으로《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칼
럼과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조선일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50년대부
터 숭산님의 일거일동이 1986년 12월에 열반하기까지《조선일보》지면을 통해 널리 보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원광대의 교세나 원불교 교세를 생각할 때 매우
‘이례적으로’ 숭산님은《조선일보》의 주된 취재원(取材源)이자 핵심적인 보도 대상 인물이었
던 것입니다.《조선일보》에 숭산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또는 숭산과 관련된 대외 활동에 관한
기사 목록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고딕은 필자)

1958년 11월 21일 조간 2면 세계승려대회 파견대표 결정
1966년 07월 28일 조간 6면 원불교지도자 강습회
1966년 12월 29일 조간 8면 해외교포에 국기보내기운동
1967년 10월 05일 조간 5면 서로의 문을 열고 한 자리에 모인 종교계 영도자
1968년 12월 26일 조간 7면 종교헌장 만들기로
1970년 10월 15일 조간 2면 공항 메모, 출국 JAL편 낮 12시 50분발 박길진 씨
1970년 11월 03일 조간 5면 원불교와 반백년
1972년 08월 17일 조간 5면 마음의 평정(칼럼)
1972년 08월 26일 조간 5면 심전계발(칼럼)
1972년 09월 09일 조간 5면 평범한 진리(칼럼)
1972년 09월 19일 조간 5면 민족의 긍지(칼럼)
1972년 12월 07일 조간 2면 공항 메모, 출국 박길진 씨(원광대학장) 자유중국에
1972년 12월 15일 조간 5면 한일종교협의회 두기로, 2차 한일종교인회의
1972년 12월 27일 조간 5면 역경 이겨내려는 노력 뚜렷, 대학은 기숙사 완비
1973년 11월 27일 조간 4면 삼한은 철기시대였다, 제 1회 마한백제문화 학술회의
1974년 07월 23일 조간 7면 장관·총장도 ‘앞으로 갓’, 1차 55명 새마을연수
1974년 09월 13일 조간 5면 원불교 대산종법사 서울지방 교세점검
1974년 09월 14일 조간 8면 독자게시판: 원불교사상 강연회, 서울 종로지부
1974년 12월 04일 조간 5면 쌍탑 가람제도 백제 때에 정립, 미륵사지 발굴조사결과
1975년 05월 20일 조간 5면 미륵사 창건연대에 양론
1975년 05월 29일 조간 5면 이선근 회장 유임, 문화재보호협 총회
1975년 10월 28일 조간 5면 불교와 인간의 문제, 한일 불교학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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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0월 30일 조간 5면 한국철학자대회, 11월 1-2일, 이리 원광대에서
1975년 11월 04일 조간 5면 새 가치체계의 정위, 원광대 주최 한국철학자대회
1975년 12월 09일 조간 5면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총장 박길진 박사 화갑기념 간행
1976년 08월 07일 조간 4면 바꾸어 생각해 보자(칼럼)
1976년 09월 24일 조간 8면 독자 게시판, 원불교사상 연구발표회, 25일 오후3시
1976년 09월 28일 조간 5면 원불교-불교의 종파 일원화, 원불교사상 연구발표회
1977년 06월 01일 조간 5면 인본사상 학술회의,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1977년 06월 07일 조간 5면 한국의 인본사상,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1977년 10월 08일 조간 5면 원불교사상 발표회, 제 2차 원불교사상 연구발표회
1977년 12월 01일 조간 5면 오늘부터 필진이 바뀝니다
1977년 12월 03일 조간 5면 친절(칼럼)
1977년 12월 10일 조간 5면 유통활동의 과제(칼럼)
1977년 12월 17일 조간 5면 정좌(칼럼)
1977년 12월 24일 조간 5면 이리 참극의 교훈(칼럼)
1977년 12월 31일 조간 5면 세모의 의미(칼럼)
1978년 09월 21일 조간 3면 지육보다는 덕육을(대담), 박길진 원광대 총장
1979년 05월 29일 조간 5면 한국 철학의 정립, 국내 1백 여 학자 학술회의
1980년 10월 10일 조간 5면 원불교 학술회의,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1980년 10월 14일 조간 5면 성리학은 실제성 추구
1981년 07월 18일 조간 6면 모임, 제 3회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1981년 07월 24일 조간 11면 물질과 정신 균형 안 잡히면 위기, 원불교사상 세미나
1982년 02월 04일 조간 7면 원불교사상 발표회, 원불교사상연구원, 3일 원광대법당
1982년 04월 03일 조간 10면 대학의 고민 함께 해결, 대학교육협의회 박길진 초대회
장(인터뷰)
1982년 08월 29일 조간 3면 준비위원 명단, 교육계 박길진(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982년 11월 30일 조간 7면 원불교사상연(思想硏) 발표
1983년 02월 03일 조간 7면 원불교사상 발표회, 원불교사상연구원, 3일 원광대법당
1983년 03월 23일 조간 7면 임란전승비 16기 발굴, 전국금석문 조사
1983년 04월 10일 조간 1면 동일대학, 전후기 모집 허용
1983년 05월 17일 조간 9면 동아 올 첫 정상, 대통령기 대학야구
1983년 06월 05일 조간 1면 대학, 학기 입시일정 재조정
1983년 11월 01일 조간 7면 일본서기 바탕의 백제 연구는 잘못, 일 학자
1984년 02월 08일 조간 7면 제 3회 원불교사상 발표회, 8-9일 원광대 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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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02월 09일 조간 11면 복교는 대학 일임, 단체교섭 요구 교권침해
1984년 03월 31일 조간 11면 원광대 농성 매듭
1984년 05월 03일 조간 10면 외국 보도진 1천 명 내한, 교황 한국순례 4박5일
1984년 08월 18일 조간 2면 세계종교회의 떠나, 제 4회 세계종교지도자평화회의
1984년 11얼 09일 조간 2면 고희기념 학술강연, 박길진 원광대 총장
1984년 11월 11일 조간 7면 종교인의 종교관 재정립을, 원광대서 학술강연
1985년 07월 05일 조간 7면 책을 읽읍시다,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원광대 출판부간
1985년 10월 12일 조간 7면, 원(圓) 미술대전 작품모집, 대회장 박길진 원광대 총장
1985년 10월 27일 조간 2면 종교인협의회 회장, 박길진 원광대 총장
1986년 01월 10일 조간 2면 원미술 서울전시 주관, 대회장 원광대 박길진 총장
1986년 05월 09일 조간 8면 학술, 제 6회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1986년 06월 19일 조간 7면 인류의 과제는 ‘공격적 불화(不和)의 극복’
1986년 12월 04일 조간 11면 원광대 박길진 총장 별세
1986년 12월 04일 조간 11면 전(全) 대통령 조의
1986년 12월 04일 조간 7면

오늘의 원불교 틀 잡은 이론가, 타계한 박길진 원광대총

장(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서희건)
1995년 07월 30일 조간 18면 종교 신간: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유병덕 지음
이상으로 1958년 11월 21일자 <세계승려대회 파견대표 결정>이라는 기사부터 1986년 12월
4일자 <원광대 박길진 총장 별세>, <전 대통령 조의>, <오늘의 원불교 틀 잡은 이론가, 타계
한 박길진 원광대 총장> 등 숭산님의 열반 관련기사에 이르기까지《조선일보》에 게재된 관련
기사 71건의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1건의 기사 가운데 1958년 11월 21일자 <세계승려대
회 파견대표 결정>이라는 기사는 숭산님이 동년 11월 24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승려대회(공식 명칭은 세계불교도우의회-주)에 참가하는 한국대표 5인 중 1인으로 선정되
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기사 내용과 함께 원문 이미지 사진 및 당시 태국 현
지에서 촬영된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고딕은 필자)
세계승려대회 파견대표 결정
20일 문교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24일부터 1주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 5회 세계승
려대회에 우리나라에서 파견할 5명의 승려 대표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승려들은 이
대회에 제출할 안건으로서 1)세계 비구승대회를 열어 달라는 것과, 2)세계의 종교를 불교에
귀일시키자는 것, 3)그리고 석가무니가 출생한 네팔국을 영세 비무장 중립국으로 지정하자는
것 등 13가지 안건이라고 하며 5명의 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청담, 하동산, 서경보, 손규
상, 박길진 외 통역 손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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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기사에서《조선일보》가 ‘세계승려대회’라고 표기한 불교관련 국제회의 공식명칭은
세계불교도우의회(WFB)입니다. 5명의 한국대표 모두를 ‘승려’라고 표기한 것이 흥미롭고, 원
불교 대표가 세계불교도우의회에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는 것도 매우 이채롭습니다. 적어
도 이 시기의 숭산님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국내외 불교계에
서 높은 지명도를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조선일보》의 숭산님 관련기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기사가 바로 숭산님이
기고한 칼럼 및 대담(인터뷰) 기사들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숭산님 기고 칼럼은 모두 10편이
며, 대담(인터뷰)은 2편입니다. 관련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10편이 칼럼이고 뒤의
2편은 대담입니다.(고딕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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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08월 17일 조간 5면 마음의 평정
1972년 08월 26일 조간 5면 심전계발
1972년 09월 09일 조간 5면 평범한 진리
1972년 09월 19일 조간 5면 민족의 긍지
1976년 08월 07일 조간 4면 바꾸어 생각해 보자
1977년 12월 03일 조간 5면 친절
1977년 12월 10일 조간 5면 유통활동의 과제
1977년 12월 17일 조간 5면 정좌
1977년 12월 24일 조간 5면 이리 참극의 교훈
1977년 12월 31일 조간 5면 세모의 의미
1978년 09월 21일 조간 3면 지육보다는 덕육을(대담), 박길진 원광대 총장
1982년 04월 03일 조간 10면 대학의 고민 함께 해결, 대학교육협의회 박길진 초대회
장(대담)
위에 소개한 숭산님의 칼럼과 대담(인터뷰) 기사는 기 간행된 숭산님의 연보(年譜)나 논집,
문집 등에 지금까지 소개된 바가 없는 새로 발굴된 글입니다. 따라서 이 들 새로 발굴된 칼럼
과 대담(인터뷰) 기사는 숭산님의 사상 및 그 실천적 활동을 재조명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조선일보》에 실린 숭산 관련 기사 가운데 반드시 주목해야할 기사 하나를 소개하
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숭산 총장의 열반 다음 날인 1986년 12월 4일자 조간 7면에 당시
《조선일보》문화부 차장 서희건 기자가 기고한 추모 기사입니다. 서희건 기자는 1986년에잃
어버린 역사를 찾아서(전 3권, 고려원)를 저술하여 한국 고대사(古代史) 붐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일가견을 지닌 ‘필력(筆力) 있는’ 기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숭산님
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래에 서희건 기자가 쓴 기사 전문을 원문 이미지와 함께 소개
합니다.
오늘의 원불교 틀 잡은 이론가 -타계한 박길진 원광대 총장
-원사상(圓思想) 체계화·교단 선거제 확립
-정통종교 대열로 진입에 큰 공로
3일 새벽 입적한 숭산(崇山) 박길진(朴吉眞) 원광대 총장은 오늘의 원불교를 만든 장본인이었
다. 그는 바로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대종사의 맏아들이다. 종교
단체 특히 신흥종교의 경우, 교조의 아들이 교권을 세습하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으로는 최고의 영예가 될 지도 모르는 교단 대표 자리를 마다하고 오늘의 원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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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원사상(圓思想)을 체계화하며 교단의 발전을 뒷바라지해온 살신성교(殺身成敎)의
원불교 귀감이었다.
그의 법명(法名)은 광전(光田). 1915년 3월 23일 전남 영광(靈光)에서 태어난 그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철학자였다. 배재고보(培材高普)를 나와 동경(東京)에 유학, 동양대학(東洋大學)
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말단(?)의 교역자로 출발했다. 원불교 중앙총부의 교정(敎政)원장을 지
낸 광전은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선친의 유지를 이어 (19)51년 원광 초급대를 창설
하고 현재와 같은 지방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다.
동양사상에 정통하고 해박한 한문 지식을 갖춘 그는 동국역경원(東國譯經院)의 역경위원으로
도 활약했으며,대종경강의(大宗經講義),일원상(一圓相)과 인간(人間)의 관계,｢서양의 원
사상(圓思想)｣등 종교·철학 관계 저술을 남겼고, 동국대(東國大), (자유)중국 문화대(文化大),
일본 경도(京都) 불교대 등에서 명예 문학·철학박사 학위 등도 받은 학자였다.
원불교의 마지막 직책은 최고의결기관인 수위단(首位團)의 단원. 원불교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었으면서도 그 이상의 교직은 완강히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의 이러한 태도가 원불교를 교조 개인가족의 세습집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선거로 대표자를
추대하는 교단 민주체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흔들리지 않고 교단이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1ⅿ77㎝의 훤칠한 키에 원불교 교리의 상징처럼 원만한 성품의 그는 항상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으며, 이 같은 너그러움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 82년 창립된 대학
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85년에는 종교인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생불’(生佛)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던 광전(光田)은 신흥종교 원불교를 정통종교의 대열에 진입시킨 진정한 원
불교인이었다. (서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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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 기자의 눈에 비친 숭산님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고딕은 필자)
첫째, 숭산님은 ‘살신성교(殺身成敎)의 귀감’으로 ‘원사상의 체계화’와 ‘교단 민주체제를 수립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원불교를 정통종교의 대열에 진입시킨 진정한 원불교인’이었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숭산님을 ‘오늘의 원불교를 만든 장본인’으로 바라보았습니
다. 저는 서 기자의 안목이 정곡을 꿰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서 기자는 숭산님을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선친(원불교 교조 소태산 대종사
를 가리킴-주)의 유지를 이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원광초급대를 창설’한 이래,
원광대를 ‘지방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킨 교육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역사에서 숭산님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숭산님의 헌신과 업적을 빼놓고서 원광대 75년의 역사
를 논할 수 없음을 서 기자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서 기자는 숭산님을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배재고보를
나와 동경에 유학,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숭산은 ‘대종경강의(1980),일원상과 인간의
관계(1985),｢서양의 원사상｣(1949) 등 종교·철학 관계 저술을 남긴’ 학자였다고 평가하고 있
습니다. 이 점 역시 철학자로서 숭산의 학자적 면모를 정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양대학 철학과 학부 졸업논문이 일찍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더라면 서 기가는 숭산님을 ‘생철
학자 쇼펜하우어의 진면목을 일찍이 꿰뚫어 본 근대한국 최초의 쇼펜하우어 전문가’로 평가했
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 기자의 숭산님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숭산님이 일찍부터 국내외 종교간 대화와 협력 운동에 헌신해 온 ‘세계적으로 저명한 열린 종교
인’이었음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9) 그 이유는 아마도 한정된 지면 과 함께
추모 기사를 짧은 시간 안에 써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끝으로, 숭산님 관련《조선일보》기사 가운데 사족(蛇足)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사가 있습니
다. 숭산님께서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활동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은 1974년 7월 4일에 숭산님을 초대 원장으로 개원하였
습니다.《조선일보》는 연구원 개원 직후인 1974년 9월 14일자 조간 8면 기사에서 원불교사
상연구원의 학술활동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래, 지속적으로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활동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보도 중에서도 1982년 2월 3일에 개최된 제1회 원불교사상 총
발표회부터 시작하여 제2회 총발표회, 제3회 총발표회 소식을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들 기사는 3년 뒤에 맞이하게 될 원불교사상연구원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데 있어 좋은 참
9) 숭산님은 1936년에 일본 동양대학으로 유학을 간 이래로 1986년 열반 직전까지 세계 각국을 역방하며
세계평화 및 종교간 대화와 협력 운동, 원불교의 해외포교 활동, 세계의 저명 한 종교인 및 지식인들과의
교류 등에 진력한 바 있다. 이들 활동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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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하에 1회부터 3회까지 원불교사상연구원 총발표회에 관한 기사 목록
을 제시합니다. (고딕은 필자)
1회- 1982년 02월 04일 조간 7면 원불교사상 발표회, 원불교사상연구원, 3일 원광대법당
2회- 1983년 02월 03일 조간 7면 원불교사상 발표회, 원불교사상연구원, 3일 원광대법당
3회- 1984년 02월 08일 조간 7면 제 3회 원불교사상 발표회, 8-9일 원광대 법당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946년 ‘유일학림’ 학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1986년까지 만 40년간 초대 총장으로 봉
직하는 동안 숭산님은 원광대학교를 오늘의 글로벌 개벽대학으로 키워주심으로써 ‘원광의 빛’
으로 영원히 빛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 주셨습니다. 숭산님은 또한 생철학의 ‘무녀리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진면목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최초로 주목함으로써 근대한국의 서양철학 개척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재고보 시절 ‘독립운동에서 철학으로’라는 사상적
대전환을 통해 ‘철학을 통한 구국과 개벽의 길’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인으로서, 또한 오늘의 원불교를 만든 진정한 원불교인’으
로 우뚝 서는 삶과 사상, 실천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후학들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숭산님께서 개척해 주신 길 위에서 숭산님이 보여주신 삶과 사상, 실천적 업적들
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제 2, 제 3의 숭산님을 탄생시
키는 역사적 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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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주지하다시피, 숭산 박길진은 종교가, 교육자인 동시에 원불교학자, 철학자였다. 우선 원불교
교무로서 숭산은 교단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교단은 절대 정의로워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한다. 종교인들이 교단을 무대
로 출세하려고 한다거나 명예를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교단은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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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이익에 초연할 것과 정의로울 것을 주창하였다.
다음으로 숭산은 원광대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대학이 있는 한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대학을 이렇게 운영해 왔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물론 총장실 테이블까지 늘 정리해 놓는다. 아무 것도 걸
릴 게 없고 애착도 없다.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살고 있다. 나는 수집벽이 있는 게 아니어서 나
의 자취도 다 없애버린다. 백 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후세에 명예가 어떻게 될지는 나 자신
도 모르는 일이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모르니, 후인들이 날 추앙하든 아니든 아
무 소용이 없다. 재물이건 인연이건 애착 집착이라는 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2)

곧 일체의 물욕(物慾) 없이 초탈한 마음으로 원광대를 시종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끝으로, 원불교학의 태두인 숭산은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원불교는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다. 종파가 아니라는 말은 지엽적인 불교가 아니라는 말로써
근본적인 불교가 아니라는 말과는 다르다. 불교의 근원에 들어간 원만한 불교라는 말이다. 대
종사님은 분명히 연원을 석가모니불에게 대시고 불법을 주체삼아 교문을 여신다고 하셨으니
종래의 불교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새로운 불교가 곧 원불교이다.3)

원불교는 종래의 불교를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한 새로운 불교라는 정의를 내린 것이다. 가
장 보편적 상식에서 원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숭산 연구의 기초는 숭산 자료에 있다. 그동안 수집되고 정리된, 이를 토대로 연구된 숭산에
관한 학술적 연구성과는 외관상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여기서는 우선 숭산이 직접 저작한 文
類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숭산 생산 자료
1. 숭산 저서
1) 숭산 재세시 간행 저서
숭산의 저서는 모두 5종이 있다. 숭산 재세시에는 1980년 첫 저서인 大宗經講義를 출간
(1983년 재판)한 것을 비롯하여 1984년 원불교출판사에서 崇山法師 例話集, 그리고 그 이
1)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92쪽.
2) 숭산 녹취록(정리 ; 이주연, 1975년 8월 14일 유성에서)
3) 박길진,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출판국,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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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해에는 원광대출판국에서 一圓相과 人間의 關係를 연이어 간행하였다. 1986년 숭산 사후
에는 그의 유지(遺志)를 계승하려는 관계자들에 의해 추모의 정과 함께 숭산이 남긴 글을 모
아 유저(遺著)로 간행한 것이 두 책이다. 1994년 원광대학교 의전과에서 간행한 鳳凰과 더불
어, 그리고 숭산 서거 10주년을 맞아 1996년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원불교사상총서 6집으로
간행한 崇山論集이 그것이다.
우선 숭산 재세시 간행된 3종 저서를 살펴보자. 가장 먼저 출간된 대종경강의는 숭산이 원
장으로 재임하던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숭산의 강의노트를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
다.4) 이에 앞서 숭산이 한때 원불교학과에서 대종경을 강의하면서 준비한 강의노트를 토대
로 이후 틈틈이 이를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 그 저본이 되었다. 곧 소태산의 언행록인 대종경
의 해석, 주석서로서 절급한 필요에 의해 이 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숭산은 대종경의 가치
와 의미에 대해 ｢自序｣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正典은 元經이요 大宗經은 대종사님의 言行錄이다. 그러므로 이 대종경을 통하여 대종사님의
心法과 행적, 그리고 경륜과 심오한 사상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또한 심법의 기본정신과 開敎
의 취지 등을 간파할 수가 있다. 또한 이 대종경을 공부함으로써 정전을 더욱 폭넓고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5)

대종사의 언행록인 대종경은 원불교 정전을 더 바르고 폭넓게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만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태산을 가장 잘 아는 숭산이 각 품의 장(章)마다 원문을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주석을 붙였다.
특히 이 책에는 공안(公案), 성리(性理), 화두(話頭)에 관하여 2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상세
히 해설한 公案解義가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이 자료는 특히 불교와 성리에 대한 숭산의 철
학, 종교적 깊이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
다음으로, 숭산법사 예화집은 제목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교정원의 김이현 교화부장이
주로 숭산이 강의 중에 인용한 여러 예화를 기록한 노트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으로, 교역자 교
무들의 현장 교화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간행하였다. 불도와 심법을 깨치는데 유용한 총 196
종의 단편적 예화들을 아래와 같이 5개 장으로 묶어 놓은 것이다.
(제1장) 깨끗한 마음은 佛種子

- 38종

(제2장) 道는 마음으로 體得하는 것 - 46종
(제3장) 부처님을 싣고 가는 노새

- 49종

(제4장) 보물도 활용해야

- 28종

4) ｢自序｣,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1985)
5) ｢自序｣, 대종경강의,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재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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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말 한 마디의 가치

- 35종

여기에 소개된 예화들은 동서양의 전래 고전과 우화를 비롯하여 세계 위인들이 남긴 일화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넘나들고 있어 이 책은 숭산의 박학다식과 뛰어난 유머감각, 재치를 짐
작케 한다.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는 숭산의 첫 제자들인 유일학림 1기생들이 그동안 지면에 발표한
숭산의 글들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이 글들이 원래 수록된 지면은 원불교단에서 발행하던 會
報(불법연구회 시기), 圓光, 원불교신보, 원광대에서 발행한 원대학보, 원대신문, 院
報(원불교사상연구원 발행)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한국일보, 전북일보 등 중앙과 지방
의 일간지 등이다.6) 일간지는 숭산이 집필한 칼럼류와 대담, 인터뷰기사를 주로 싣고 있다.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는 숭산의 여러 저술 가운데서도 이 책은 특히 종교인이자 교육자로
서 숭산이 지녔던 학문적, 실천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모두 7개 장으
로 구성된 이 책에는 원불교학의 체계화를 이룩한 숭산의 대표적 저술인 ｢일원상 연구｣를 비
롯하여 그의 종교관과 수양론, 교화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비롯하여 교육자, 사회운동가
로서 숭산이 활동한 여러 영역에 걸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심지어는 숭산이 청년기에 지은
詩까지 수록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이 이처럼 넓은 영역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
표 시기도 일제 강점기의 불법연구회 시절인 1932년부터 작고 전년인 1985년까지 무려 53년
에 걸쳐 있어 숭산의 거의 전 생애를 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장의 개요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일원상 연구’에는 원불교학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 논고인 ｢일원상 연구｣를 비롯
하여 주로 (원)불교와 관련된 숭산의 종교관을 담고 있는 12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제2장) 종교와 원불교’는 (원)불교의 수양, 실천론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단문들을 수록하였
다. 종교인이자 원불교 교무로서 숭산이 지닌 여러 생각과 관점은 이상 논급한 제1장과 제2장
에 들어있는 글에 집중되어 있다.
‘(제3장) 교육방향의 재고’에는 주로 학생과 시민사회를 향한 숭산의 교육적, 계도성 칼럼이
수록되었고, ‘(제4장) 나의 願’은 청년시절 숭산의 창작시와 시조, 그리고 번역시 두 편7)이 실
려 있어 숭산의 문학적 소양을 짐작케 한다.
‘(제5장) 국제사회와 원불교’는 숭산이 원불교 대표 등의 자격으로 국제종교회의에 참석하는
6) 숭산이 기고한 칼럼 코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일보의 ‘一事一言’, 한국일보의 ‘千字春秋’,
전북일보의 ‘전북광장’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 수록된 칼럼, 기사류 외에도 중앙, 지방의 일간지와 잡
지에는 숭산이 기고한 수필, 평론, 칼럼류의 글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잠작된다. 향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7) 숭산의 譯詩로 소개된 브라우닝 원작의 ｢叡智｣(원광 11, 1955)와 실베스타 원작의 ｢父｣(｢一｣, 원광
4, 1949) 두 수는 현재 그 원작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 원작자 브라우닝은 아마 도 영국의 저명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1812-1889)인 듯하며 , 실베스타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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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계 각국을 여행한 견문기와 관련 인터뷰기사를 수록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무성 초청
으로 숭산이 해방 후 최초로 맞이하는 해외 나들이인 동시에 아시아, 구미 등을 역방한 1956
년의 세계일주 여행과 관련된 기록인 ｢숭산선생 환송의 밤｣, ｢歐美瞥見抄｣, ｢구미각국의 불교
상황｣(이상 원광13집-15집 所收) 등이 수록되어 있어 여행 전모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숭
산이 참석한 최초의 국제종교회의로 1958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불교도대
회 참관기(參觀記)8)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그 실상을 알려준다.
‘(제6장) 無我奉公의 실현’은 원불교단과 원광대의 여러 행사에서 발표한 취임사, 격려사, 개
식사를 비롯하여 학술 논문집 발간사, 그리고 지근(至近) 인물들의 영결사(永訣辭) 등 주로 공
식석상에서 낭독한 문건을 수록하였다. 그 가운데는 교정원장 취임사(1950)와 총장 취임사
(1972), 원불교 개교반백년기념대회 개식사(1971) 등은 숭산이 걸어온 삶의 여정에서 큰 의
미를 갖는 문건이라 할 수 있으며, 정산종사 장례식-교회전체장- 개회사(1962)와 모친 영결
사(1973) 등은 지친을 잃은 숭산의 인간적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
마지막 ‘(제7장) 知育보다 德育을’은 숭산이 교단, 대학 관련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되던 신문 등에 기고한 여러 가지 칼럼을 비롯하여 방송, 신문과의 인터뷰, 대담
기사들이다. 숭산의 기고문과 대담기사가 실린, 교단과 대학 밖의 간행물을 보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의 유력 일간지, 그리고 전북일보와 전북매일신
문 등 전북 지방지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종합대학으로 출범하게 된 1972년 2월 전북일
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인 ｢知德 겸한 학풍을｣과 1978년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와 對談한 ｢
지육보다 덕육을｣ 등은 숭산의 교육관이 잘 투영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특히 선우휘와 대담한 기사에는 원불교가 추구하는 기본원리와 원광대의 교육철학에 대해 숭
산은 아래와 같이 함축적으로 표명하였다. 우선 원불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불교는) 혁신적인 불교라 할 수 있는데 불교혁신이라기보다는 종교혁신이라고 할까요. 많
은 종교가 자신을 위해 祈求하고 위안받으려 합니다만, 원불교는 자신이 실천하면서 뜻을 이루
려는 것입니다. (중략) 원불교는 자기반성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으며 소원성취하려는 것입니
다. 모름지기 연단에서 하는 말과 실천이 같아야 하는데 흔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서글픈 일
이지요. 모든 사람이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9)

숭산은 특히 원불교가 지닌 단순한 기구(祈求)를 지양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실천성을 매우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원광대의 교육방향과 철학에 대해 숭산은 아래와 같이 간결명료하
게 밝혔다.
8) 원광 26집(1959년 1월호)에 실린 이 글의 원제목 은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와서｣이다.
9)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481쪽; 조선일보 1978년 9월 21일자, ｢知育보다는 德育을; 박길진 원광대 총
장; 주필 선우휘 對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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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知育보다 德育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육일반에 부족한 것
이 德育이 아닌가 합니다. 지식의 주입에 기울어서 인격교육이 부족합니다. (중략) 사람이 자
아 완성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예의입니다. 간단한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
지만 인사는 바로 예의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사란 할 줄 알아야 하는 동시에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10)

숭산이 학생 교육에 임하여 지식 공부에 우선해서 주창한 것이 도덕 공부였음을 위 대목을
통해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덕육의 출발은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이고, 예의의 시작
은 곧 사람에 대한 인사라는 것이다. 이 또한 숭산이 덕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의 강한 실천성
을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 숭산 사후 출간 遺著
1986년 숭산 작고 후 전술한대로 후학, 유지계승자들에 의해 鳳凰과 더불어(1994), 崇
山論集(1996) 등 2종이 유저(遺著)로 발간되었다.
원광대 의전과에서 발간한 봉황과 더불어는 숭산이 총장으로 재임한 전 기간(1972-1986)
에 교내 중요행사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초대총장 취임사(1972)를 비롯
하여 개교기념사 11편, 입학식과 졸업식 훈사 30편을 비롯하여 중등교육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낭독한 축사와 격려사 등을 들어 있다. 책의 목차는 별도의 장절 구별없이 학교 행
사의 유형에 따라 취임사, 개교기념식사, 입학식사, 졸업식사, 중등교육세미나 환영사, 각종 환
영사 및 치사, 학생활동 격려사 등의 편명만 붙여 제시하였다.
특기할 것은 이 책의 말미에 별도로 ‘원불교사상연구’라는 편명을 붙여 숭산이 원장으로 재
임한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발간한 원보에 수록한 숭산의 글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공식 행사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모아 간행한 이 책의 성격에 견주에 마지막 편은 성격상
부록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숭산이 필생 원불교사상 연구에 쏟은 정성과 노력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라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9년 5월의 창간호부터 작고하
기 전년인 1985년 12월 간행된 제24호까지 한 호도 빠짐없이 전 호에 걸쳐 게재된 숭산의 글
이 실려 있다.11)
숭산논집은 1996년 원광대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원불교사상연구원 주관하에
숭산의 육필 원고를 모아 숭산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인 1996년 12월 3일을 간기로 간행한
10)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481-482쪽; 조선일보 1978년 9월 21일자, ｢知育보다는 德育을; 박길진 원
광대 총장; 주필 선우휘 對談｣
11) 그러므로 원보에 실린 숭산의 글은 봉황과 더불어에 전부 모 아놓았음을 알 수 있다. 1982년 10월
간행된 원보 제18호부터는 ‘崇山法語’라는 고정란으로 게재되었고, ｢心王｣이 실린 제17호의 홋수가 봉황
과 더불어에서는 제16호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둔다(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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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유고집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편찬한 이 책은 총 65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원불
교사상총서 제6권으로 간행되었다.
｢편집후기｣에 따르면, 유고집 간행을 위해 수개월 동안 관련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자료의
대부분은 연대미상의 육필원고로, 초기 원광대 시절의 강의안과 강연원고, 그리고 수상(隨想)
에 따라 작성된 법문들이 그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분류하여 수록하면서 윤문
과정을 거쳤고 중복되는 내용은 적절히 조정하면서 다듬었다 한다.
숭산논집의 구성은 제1편 佛敎正典註解, 제2편 東西哲學論, 제3편 禪․念佛論, 제4편 隨時
法文 등 모두 4편으로 이루어졌다. 제1편은 불교정전(1943)에 대한 숭산의 주해를 모은 것
이며, 제2편은 숭산이 강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한 친필의 ‘동양윤리학’과 ‘서양철학사
개요’, 그리고 ‘理氣論’을 넣었다. 제3편에는 숭산 철학과 사상의 원천이 된 논설형의 禪論과
念佛論이 들어 있다. 이 책 분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마지막 제4편(총 337쪽)은 숭산이 행한
법문과 법설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다 ‘강연․사설’과 ‘법어’를 더한 것이다.12) 이렇게 볼 때, 숭
산논집은 곧 종교인, 교육자로서 숭산이 지닌 학문과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고 교양하는 과정
에서 생산된 다양한 논고들을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특히 학술적 지향성을 가
진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와 대비되고 또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숭산의 일생동안 정진했던 학문수행과 종교생활,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핵심되는 글을 담고
있는 저술은 재세시의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후 유저로 간행된 숭산논집 두 책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4편의 ‘隨時法文’에는 방대한 양에 달하는 법문, 설법, 예화 등 다양한 형태의 단문
들이 들어있다. 제2장(사설) 이외의 나머지 장에 수록된 글의 대부분은 일정 형식을 갖추지 않
고 교내외 행사나 회의, 강의에 활용하기 위해 격식없이 자유롭게 기록한 메모식 단문들이다.
｢편집후기｣에서 이 책에 실린 숭산의 수고(手稿) 처리에 대해 “편집과정에서 숭산님의 원래 문
장과 내용을 되도록 살리려 노력하였으나 시의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나 옛 문투 등은 수정”13)
했다고 밝힌 점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의 수고는 활자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강의, 강연이나 훈
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특정 주제나 사실에 대해 단편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짐작된다.
원불교의 특징
1. 신앙대상이 일원상이다.
2. 기도의 방식이 다르다.
3. 각 종교의 공통점을 소유하고 있다.
12) ｢편집후기｣, 숭산논집, 651-652쪽.
13) ｢편집후기｣, 숭산논집, 6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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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화되어 있다.14)
짐작컨대, 숭산이 대중 강연을 위해 원불교의 특징을 담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키워드 네 가
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한다.
다른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보자.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회의에서 행한 훈화
의 요지인 듯하다.
교수회의에 1
코미디언 이주일이가 “훠이훠이 신이 내리신다. 왜 이러느냐? 사람이란 우스운 물건이다. 어째
서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느냐? 남의 자식이 어떻고, 남의 행실이 어떻고, 남의 땅값이 어떻고,
남의 나라, 달나라 별나라까지 신경을 쓰면서 자기에게는 신경을 안 쓰느냐?” 하는 내용의 코
미디를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자기자신에게 심경좀 썼으면 좋겠다. 학자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실천을 잘 않는다. 학
자들에게는 몸의 학문, 즉 몸을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는 실천가를 더 존경한다.
예의, 고상, 겸손, 명항을 우리의 생활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수도 스승의 할 일을 다해야지 주장할 수 있다. 월급만큼 가르친다는 정신 가지고는 교권을
주장할 수 없다. 늘 연구하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15)

숭산이 교수들을 향해 코미디 예화를 소개하면서까지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학생지
도에 임하기를 호소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지게 하는 대목이다.
제2장(사설)에 실린 글은 대체로 일정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고 완성도가 높아 그 대부분이
지면에 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16) 나머지 중에도 그 일부는 칼럼, 수필 등 기고문으로 지면에
실린 글의 원고 혹은 초고로 짐작되지만,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그 지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기 곤란한 실정이다. 아래와 같이 지면에 게재된 글의 초고이거나 이본으로 짐작되는 같은 이
름의 문건을 통해서도 그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면에 발표된 글과 이에 상당하는 숭
산논집 수록 글을 함께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공안(해의)
千七百 公案은 다 一心‘性理’의 異名이다. 이 일심이란 개개인의 一心만을 말함이 아니라 우주
간에 충만한 광대무량한 一心이다.(대종경강의, 286-287쪽)
공안

14) 숭산논집, 383쪽.
15) 숭산논집, 322-323쪽.
16) 예컨대 ｢人性과 修養(원불교신보 5, 1969.8.1; 숭산논집, 389쪽), ｢서양의 圓相思想｣(원광 1집;
숭산논집, 430-431쪽), ｢一圓相을 신앙하는 이유｣(원광 16집; 숭산논집, 452-455쪽) 등은 게재
지면 이 확인되는 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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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공안은 다 일심의 성품 즉 성리이다. 모두가 한 마음의 異名이다. 어느 때는 體, 혹은 用,
혹은 相을 나타내고 있다. 一句에 體, 相, 用이 다 표시되는 수도 있다. 이 일심이란 개개인의
일심만 말할 뿐만 아니라 우주간의 충만한 광대무량한 일심이다.(숭산논집, 318쪽)
동정일여(動靜一如)
마음공부를 한다, 수양을 한다 하면 일이 없는 靜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대
종사께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부수고 動할 때나 靜할 때나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서 그
일에만 집착하고 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공부법으로 動靜一如를 말씀하셨다. 마음공부를 靜
할 때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마음공부는 오히려 활동할 때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공부가 더 잘되는 것이다.(원보 6; 봉황과 더불어, 435쪽)
동정일여(動靜一如)
세상 사람들은 靜만 공부로 안다. 그러나 靜할 때는 內공부요 動할 때는 外공부를 해야 한다.
動할 때의 공부를 事上鍊磨라 한다. 인간은 본래 선한 것인데 動해서 사물에 접촉하면 부정이
생긴다. 그러므로 수양을 한다고 해서 일체 사물을 피해서 조용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숭산논집, 333-334쪽)

위 두 예시문을 보면 문의(文意)와 대체(大體)는 양자가 유사하지만, 문장의 형태는 서로 다
르다. 그러므로 상호간의 관련성과 파생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원형인지 그 관계는
알 수 없다.

2. 문서류
1) 논문
주지하다시피 숭산은 1941년 3월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이 최근 새롭게 발굴된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17)이다. 논문의 원본
은 원래 동양대학 철학과 수료 당시 동양대학 측에 제출된 것으로 펜으로 직접 필사했으며, 현
대 일본어 표기 이전 구 일본어로 쓴 것이다. 원광대 숭산기념관 전시실에 그 필사본이 소장되
어 있으며, 최근 원불교사상연구 야규 마코토 박사에 의해 완역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
우어는 생의 의지를 철학적 사유의 핵심으로 삼았으며, 서양에서 최초로 동양철학의 탁월한 실
상을 확인하고 이를 알린 인물이었다. 나아가 그는 서양철학이 동양철학과 긴밀한 유사성을 갖
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숭산은 곧 한국 철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쇼펜하우어의 진가를 알아
본 철학자로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18)

17) 원제목 은 ｢實在の硏究ー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이다.
18) 박맹 수, ｢원광대학교 초대총장 숭산 박길진 박사 관련 자료해제｣-조선일보 게재 숭산 관련기사를 중
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544-547쪽 참조. 여기에는 숭산
졸업논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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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숭산 원불교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논고가 곧 1967년에 발표된 ｢一圓相 硏究｣19)
이다. 원광대 論文集 제3집에 실린 장문의 이 글은 원불교학 관련 학술논문의 효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숭산은 일원상의 원리 탐구에 대해 인간계와 자연계의 근본이 되는 진실된 실재
를 포착하고 우주 속에는 공통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소위 견성(見性)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견성의 경지가 곧 원불교의 근본 교리인 것으로 그 형태를 일
원상(一圓相)으로 표현하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20)
2) 시, 시조
숭산은 자작시 12수, 시조 5수, 그리고 번역시 2수를 남겼다. 이 작품은 모두 전술한 일원
상과 인간의 관계(제4장 ‘나의 願’)와 후술할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2006)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자작 시 12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9수가 일제 강점기에
나온 것으로 불법연구원에서 간행한 會報에 실렸고, 나머지 세 수는 일본 유학시에 지은 것
으로 알려진 ｢希望｣ 한 수와, 해방 후 원불교단에서 간행한 원광에 실린 ｢本來面目｣과 ｢無｣
가 있다.
숭산 시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 숭산의 진지한 구도자세와 자아존중, 그리고 실천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1935년에 발표한 ｢나의 願｣에는 숭산이 스스로를 ‘법종(法鍾)’임을 자임할 만큼
특히 젊은 구도자의 제세(濟世) 인도의 강렬한 의지가 넘쳐난다.
이 몸이 出世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物慾에 잠긴 여러 同志
이 몸이 出世하여
娑婆世界 法鍾되어
秩序 없는 우리 同胞
次序의 法路 열어 주리라21)

숭산은 설악산을 탐승하고 그 감상을 시조로 읊었다. ｢설악 2수｣를 비롯하여 ｢설악산｣, ｢비
선대｣, ｢비룡폭｣ 등 숭산이 남긴 시조 5수는 모두 설악산 명승을 소재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설악산의 자연과 절경에 감탄하고, 인간세상의 고뇌를 대비시켜 탄식 겸 희망을 담았던
것이다. 이 또한 숭산의 고고하고 맑은 기상을 느끼게 한다. ｢설악 2수｣ 가운데 첫 수를 보자.
19) 朴吉眞, ｢一圓相 硏究｣, 원광대 論文集 3, 1967.12. 이 논문은 전술하였듯이 숭산의 저서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1985)에 그 전문이 轉載되어 있다.
20) 양은용, ｢숭산 박길진 박사 논저 해제｣(미발표 원고본), ‘2.논문과 교재’ 참조.
21) ｢나의 願｣, 회보 14, 1935;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310쪽; 숭산문집-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
어 있다-, 2006,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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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행기 먼지를 쓰고 와서
설악 깊은 골짜기 맑은 물에 씻고나니
상쾌한 이 맛 이대로 한 평생 살고 싶네22)

세속의 먼지 속에 지내다가 설악의 선명한 자연과 풍경을 대했을 때 느낀 숭산의 감상을 읽
을 수 있게 한다. 이후로 더 이상 문학적 소양을 담은 숭산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숭산에게
주어진 중대한 소임이 그러한 감상을 드러내기를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자작시, 시조 외에 특이하게도 숭산이 외국 시를 국역한 시 두 수가 현전한다. 브라
우닝 작 ｢叡智｣23)와 실베스타 작 ｢父｣24)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譯詩)의 원작이 무엇이
고 작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더 추적할 필요가 있다.
3) 회고록
숭산은 생전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제하의 회고록을 남겼다. 이 회고록은 숭산 연구의 기
초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 회고록이 최초로 수록된 지면은 원광이다. 숭산이 작고한
뒤 1988년에 간행된 求道歷程記(원불교출판사, 107-143쪽)에 ｢창조적 지성, 인간교육에 심
혈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전재(轉載)되었다. 그 뒤 2004년에 거행한 숭산종사추모기념대회
자료집(38-67쪽)에 다시 이 회고록을 수록하였고, 이 자료집을 보완하여 2006년 단행본으로
발간한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45-93쪽)에도 역시 이 글이 전재되
어 있다.
숭산 연구의 기초 자료인 회고록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전재되었다. 전재 과정에서 야기
된 오류로 말미암아 세 지면에 실린 회고록마다 자구의 출입이 발생하였다.
-세 지면의 회고록 구체적 차이와 오류 摘記할 것-첫 게재지 확인 적기4) 강의록
숭산이 남긴 강의노트는 모두 6종이 현전한다. 그 가운데 해방 직후 유일학림 시절의 강의교
재로 정리한 것이 원불교 경전을 주석한 ｢불교정전 주해｣와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정리한 ｢
理氣論｣이다.25) 그 뒤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원광대 시절에 사용한 강의록으로 남아 있는
22) ｢설악 2수｣, 원광 60, 1968;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320쪽; 숭산문집-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354쪽.
23) ｢叡智｣, 원광 11, 1955;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322쪽; 숭산문집-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356쪽.
24) ｢一｣, 원광 4, 1949;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322쪽; 숭산문집-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
다-,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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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동서양 철학에 관한 ｢동양윤리학｣, ｢서양철학사 개요｣ 2종이며, 원불교 수행론을 정리한
｢禪論｣과 ｢念佛論｣이 현전한다. 이 자료는 전술한대로 숭산논집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26)
5) 신문, 잡지 기고문
(1) 원불교단/원광대 신문잡지 기고문
숭산은 원불교 교무의 신분에 총장(학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다. 곧 숭산은 교단, 대학
와 일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활동의 준거도 양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종교와
사회, 국제를 향한 숭산의 대외활동 또한 교단과 대학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일생 숭산이 발표한 글은 대부분 단문이며, 신문 잡지 등에 주로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먼
저 원불교 교단과 대학에서 발간한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글들이 있다. 해방 전에는 불법연구회
의 회보, 해방 후 1970년대까지는 원불교단에서 발간하는 원광, 그리고 1970년 중반 이후
에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원보가 숭산의 중요한 발표 지면이었다. 곧 교단과 대학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총 58건의 숭산 설법(수필) 가운데 대부분이 회보(3건), 원광(21건), 원
보(23건) 세 잡지에 실렸다. 나머지 글은 원불교중앙청년회에서 발간하던 원불교청년회보,
원대학보, 원불교신보 등의 지면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글의 절대 다수는, 당
연한 귀결이겠지만, 원불교의 종교 원리와 실천, 종교(신앙)생활 등 설법을 주제로 하고 있다.
(2) 중앙/지방 일간지 기고문
숭산은 원불교단 및 원광대 간행의 신문, 잡지 외에 중앙과 지방에서 발간하던 여러 일간지
의 칼럼에 기고문을 실었다. 숭산의 칼럼 기사는 모두 197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현재 총 14
건(조선일보 생활에세이 기고문 1건 포함)이 확인된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의 고정 칼럼
인 ‘一事一言’란에 총 9건을 실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일보의 ‘千字春秋’ 코너와 전북일보
의 ‘전북광장’에 각각 2건씩을 게재하였다. 또 ‘생활 에세이: 오늘을 사는 지혜’ 코너에도 숭산
의 글 ｢바꾸어 생각해 보자｣27) 한 건이 실렸다. 일간지에 게재한 숭산의 글은 평소 그가 견지
했던 종교철학관, 교육관을 여실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숭산 이해와 연구 심화에 기여할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숭산의 칼럼 글을 지면별로 구분하여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25) 참고로 유일학림 강의교재인 국어독본이 금년 숭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숭산의 저작물일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 현재로서는 숭산의
저작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원불교의 초기 교육진흥사업과 원광대 校史, 나아가 교육사 연구 분야에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굴된 교재는 유일학림 전문부 1기생인 균타원
신제근 종사가 국문시간에 교재로 쓴 것이다.
26) 숭산논집 제1편 ‘불교정전 주해’(33-112쪽) 제2편 ‘동서철학론’(113-260쪽), 제3편 ‘선, 염불
론’(261-312쪽)
27) 조선일보 1976년 8월 7일자, ｢바꾸어 생각해 보자｣(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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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72년 : ｢마음의 평정｣(8.17.), ｢心田啓發｣(8.26.), ｢평범한 진리｣(9.9.), ｢민족의 긍지｣
(9.19.)
1976년 : ｢바꾸어 생각해 보자｣(8.7.)
1977년 : ｢친절｣(12.3.), ｢유통활동의 과제｣(12.10.), ｢靜坐｣(12.17.), ｢裡里慘劇의 교훈｣
(12.24.), ｢歲暮의 의미｣(12.31.)
§

한국일보

｢교육의 방향｣(1975.12.5.), ｢보람있는 생활｣(1975.12.18.)
§

전북일보

｢道義實踐｣(1975.12.15.), ｢농촌과 새마을운동｣(1977.1.22.)
중앙의 일간지 가운데 숭산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보도한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가 두드
러진다. 조선일보는 숭산의 기고문도 상당수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후술하겠지만, 숭산의 활
동과 동향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곧 조선일보는 1950년대부터 1986년 12월 열반하
기까지 70여 건에 이르는 기사를 통해 숭산의 일거일동을 널리 알렸던 것이다.28)
숭산의 기고문은 물질문명의 혼란한 시대에 인간과 사회를 건전하고 새롭게 선도하려는 희
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종교인으로서 깊은 영성을 가진 숭산의 면모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숭산 이해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 시대가 그의 인류에게 희망도 이상도 품을 수 없게 하고 인간 개인이건 집단이건 저들의 뜨
거운 노력과 성실로도 어찌할 수 없이 시대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허탈 상태에 있는 심정을 얼마쯤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다. 절망적인 시대를 희망적인
시대로 바꾸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의무이며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좌절되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시대 개조에 앞장서야 한다. 나는 이것을 ‘주인노릇’이라고
부른다. 이 세계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 할 때 거기서 책임과 사명감이 우러나온다.29)

1972년 숭산이 조선일보에 처음 게재한 ｢마음의 평정｣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970년
대에 들어와 그동안의 농촌 중심사회에서 경제개발 도시화, 산업화사회로 이행되는 초기 단계
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회적 모순과 시대적 폐단을 간파하고 이를 경계한 것이다. 도덕
공부와 마음의 평정을 통해 세상과 시대의 주인의식을 배양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28) 박맹 수, ｢원광대학교 초대총장 숭산 박길진 박사 관련 자료해제-조선일보 게재 숭산 관련기사를 중
심으로-｣, 547-551쪽 참조.
29) 조선일보 1972년 8월 17일, ｢마 음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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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칼럼 ｢심전계발｣에서도 “우리의 마음밭은 본래 옥토였다. 그러나 세속의 이욕(利慾)
에 물들어버린 밭이 되었다. 그러니 쓸모없는 잡초를 뽑고 인간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곡식을
가꾸어야 한다. 이것이 심전계발 수양이다.”30)라고 하면서 바른 마음을 길러 세상을 계도할 것
을 주창하였다. 실제 생활에서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다. ｢평범한 진리｣와 ｢민족의 긍지｣는 우
리 강토와 민족의 우수성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자긍심 함양을 촉구하는 글로, 시대적 경향성
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1972년에 이어서 숭산이 다시 조선일보 칼럼에 글을 게재하던 1977년 시점은 한국에서
산업화사회가 본 궤도에 올라 농경사회에 기반한 전통사회가 붕괴되어 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숭산은 전통적 윤리도덕 함양(｢친절｣, 12.3), 건전한 생활자세 배
양(｢靜坐｣, 12.17) 등을 비롯하여 이리역 폭발 참사(11.11)가 가져다준 교훈(｢裡里慘劇의 교
훈｣, 12.24)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조선일보에 실린 숭산의 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1976년의 ｢바꾸어 생각해 보자｣이
다. 평소 숭산이 견지하던 삶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숭산은 현대 물질물명의 각박함 속에서 인간이 타고난 바른 마음을 지닐 여유와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점을 깊이 통찰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몹시 야박함으로써 늘 타인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
단하에 숭산은 ‘역지사지’의 정신과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생활 속에 도가 곧 살아 있는 도라
고 역설하였다. 그 주장의 일단을 보자.
현대생활은 고도의 물질문명 혜택을 자랑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세파의 각박함이 심화되는
만큼의 정신공해가 사회를 짙게 물들이고 있다. 이에서 벗어나려는 대중의 道를 찾는 소리 또
한 한결 높다. 도는 멀리 떠나 심산유곡에서만 구하여지는 것만은 아니다. 實社會의 대중 속에
묻힌다는, 또다른 차원의 실감나는 苦行 속에서 참 도는 얼마든지 터득될 수 있고, 그렇게 얻
은 도는 바로 그 당장에서 주변사회로 펴져나가야 한다. 생활 속에서 닦아 얻고, 생활 안에서
전하는 도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도인 것이다. (중략)
지나친 냉엄으로 남의 일을 캐헤치고 터무니없는 관용으로 내 일을 감싸고들 지낸다. 정신문명
의 근대화 외침이 무색하다. 持己秋霜하고 待人春風하는 심경, 저 속으로 더 깊숙이 젖어들어
야겠다. 서로의 생명부터를 畏敬하는 공생논리를 무르익혀 보자.31)

숭산은 현대 물질문명의 폐해와 심성의 퇴락을 극복하기 위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도를 역
설하였고, 나아가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자신에게는 ‘추상’같고 상대에게는 ‘춘풍’
같이 온화하게 대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30) 조선일보 1972년 8월 26일, ｢심전계발｣
31) 조선일보 1976년 8월 7일, ｢바꾸어 생각해 보자｣

자료를 통해 본 숭산의 삶 39

한국일보에 게재한 글에서도 숭산은 바른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교육, 교육의 사회화
를 주장하였고, 일상에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특기할 점은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 숭산은 아래와 같이 종교적 영성
함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의 방향은 권리의 先取를 요구하는 시민적 성격에서 의무를 앞세우는 공민적 성격
에로 전환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 그것이 스스로 도덕적인 善일 때, 비로소 교
육은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개인의 생명은 사회정화를 위하여 안심하고 바쳐질 것이다. 이러할
때에 시민적 성격과 공민적 성격의 조화가 가능하리라. 이 조화의 종점을 나는 교육과 종교의
상보관계에서 찾고 있다.32)

위 인용문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병진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종교적
영성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교육과 종교가 서로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때, 비
로소 바람직한 시민(권리)과 공민(의무)이 조화롭게 병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인이자 교
육자로서 숭산이 견지한 교육철학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Ⅲ. 숭산 관련 자료
1. 기념, 추모 , 연구 논저
기념논총으로 숭산 재세시에 회갑, 고희 기념 2종이 간행되었다. 회갑 기념으로는 1975년에
원광대출판국에서 한국불교사상사라는 책명으로 냈고, 고희 기념으로는 1984년에 한국근대
종교사상사라는 책명으로 역시 원광대출판국에서 간행하였다.
먼저, 회갑 기념 논총인 한국불교사상사(본문 1,227쪽)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
지 한국불교사상사와 관계되는 논고 총 47편을 수록하였다. 이 기념논총에는 서두에 불교학자
조명기, 철학자 박종홍 두 사람의 서문이 있고, 책의 말미에는 화갑기념사업회 김삼룡 회장 명
의의 발문과 편집위원 명의의 후기가 있어 간행 경위를 알려준다. 그리고 서문에 앞서 숭산의
연보와 논저목록을 제시하였다.
고희 기념 논문집 한국근대종교사상사(1,309쪽)도 9년 전에 나온 회갑 기념 논총 한국불
교사상사의 편집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 모두 60편의 논문을 수록한 이 논총에는 역사학자
두계 이병도 박사의 ｢賀序｣와 동국대 황수영 총장의 ｢서문｣을 서두에 실었고, 책의 말미에는
32) 한국일보 1975년 12월 5일, ｢교육의 방향｣;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288-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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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기념사업회 김상룡 회장 이하 위원들의 명의로 ｢후기｣가 실려 있다. 회갑, 고희 두 논총은
한국 불교와 종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상사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총동원되어 집
필한 논고로서 학술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기념 논총은 결과적으로 1970-1980년대
에 융성했던 원광대학교의 인문학적 분위기와 소양의 정도를 짐작케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사
적 의의가 큰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86년 12월 숭산 작고 후 수차에 걸쳐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고 글들이 발
표되었다. 숭산 작고 후 가장 먼저 나온 추모 글은 1987년 2월에 나온 圓光은 숭산 박광전
종사 추모 특집이었다. ‘우뚝 솟은 뫼, 밝은 福田’으로 표제(標題)한 이 특집호에는 모두 아래
와 같은 6편의 추모 글이 실렸다.
-金正勇, ｢彼岸에 편히 쉬소서｣

-韓正圓, ｢崇山宗師의 敎學思想｣

-｢知育보다는 德育을｣(조선일보 鮮于輝 대담) -｢德性敎育을 실천한 청백리｣(KBS일요방담)
-徐熙乾, ｢오늘의 圓佛敎 틀잡은 理論家｣

-閔俊植, ｢哭! 朴吉眞 圓光大총장 靈前에｣

김정용과 한정원 두 인물의 글은 숭산을 지근에서 오래도록 보좌해온 유업의 계승자로서, 숭
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40여년간 숭산을 보좌하다가 숭산 사후 총장직
을 계승한 김정용은 숭산의 일생 삶을 소태산의 혈통 계승자, 종교계 지도자, 원불교학과 철학
의 대학자, 대학교육행정가, 바른 성품의 ‘生佛’ 등 5가지33) 특징으로 압축하여 소개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에,
여기 한 떨기 꽃이 피어 있다
정성 다해 힘껏 피어 있다
우리도 저 꽃과 같이
정성 다해 힘껏 살아보자

라고 한 숭산의 가구(佳句)를 소개하며 글을 맺었다. 숭산의 후학이라 할 교학대학장 한정원
은 숭산의 교학사상(敎學思想)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가 본 숭산 교학사상의 특
징은 우선 현실적 실천성을 강조하였고,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원불교리에 기본한 덕육(德育)
사상의 구현, 끝으로 원불교의 세계성을 들고 있다. 김정용과 한정원 두 인물이 회고적 입장에
서 숭산의 일생 업적과 종교사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제시한 이 글은 숭산 연구의
균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김정용과 한정원의 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 4건은 모두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소개된 숭산 관
33) ｢피안에 편히 쉬소서｣ 본문에는 ‘4가지’(63쪽)로 소개한다고 하였으나 내용 기술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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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사, 프로다. ｢知育보다는 德育을｣은 숭산이 64세 때인 1978년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
(鮮于輝)와의 대담기사34)를 전재(轉載)한 것이고, ｢덕성교육을 실천한 청백리｣는 1985년 11
월 3일 KBS ‘일요방담’ 코너에서 서예가 김창환(金昌煥)과 함께 방담한 내용을 전재한 것이
다. 제목에서 짐작하다시피 이 기사들은 주로 원불교학에 바탕을 둔 숭산의 덕성 중심의 교육
철학을 소개하였고, 두 건 모두 숭산 생전에 생산된 자료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圓佛敎 틀잡은 理論家｣와 ｢哭! 朴吉眞 圓光大총장 靈前에｣ 두 건은 모두
숭산 서거 이튿날인 1986년 12월 4일 일간지에 실린 추도 기사이다. 전자는 조선일보 서희
건(徐熙乾) 기자가 숭산의 일생을 소개한 기사이며, 후자는 전남대 총장을 지낸 민준식(閔俊
植) 교수가 광주일보에 기고한 글로, 숭산의 존귀한 삶을 회고하며 쓴 추도문이다. 그 가운
데 숭산의 위인(爲人)을 알려주는 민준식 교수의 추도문 한 구절을 소개한다.
대학가에서 흔히들 그 분을 ‘생불(生佛)’이란 애칭으로 통한다. 중앙의 회의에서 함께들 만나
면 생불님으로 부르곤 하였다. 나는 그 애칭이 그 분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껴본다. 그 분은 진리를 깨닫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었다. 마음에 아무 것도 걸릴
것 없이 살으신 분이다. 몸에 아무 것도 가릴 것이 살으신 분이다. 하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
고, 하나의 자아로 되어나지 못하고 어찌 그토록 걸림이 없고 가림이 없이 자유자재하며 살 수
있었겠는가.35)

민준식은 숭산이 생전에 ‘생불’로 불렸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면서, 숭산의 삶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경지였으므로 거리끼거나 구애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생불은 곧 숭산의 일생을 관
통하는 키워드인 셈이다. 그리고 1987년 원광 특집호 말미에는 부록 성격으로 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발표 연대순으로 간단히 정리한 ｢숭산종사의 주요 논저｣가 첨부되었다.
그 뒤 1996년 12월에 숭산 열반 10주기를 맞아 원광 특집호 ‘움직이는 산, 거룩한 삶’을
꾸몄다. 여기에는 모두 4편의 회고, 추억담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숭산의 따님인 박시현이 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숭산의 부인인 겸타원(謙陀圓) 임영전의 ｢물맛같은 순수의 큰사랑｣ 등
유가족의 입장에서 숭산을 회고한 글 두 편이 실렸다. 숭산이 평소 가정과 가족에 대했던 생생
한 모습을 꿈입없이 진솔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숭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
다. 그 가운데 부인 임영전이 숭산을 회고한 한 대목을 인용해 본다.
숭산님은 한마디로 물맛같은 도인이셨다. 평생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한번 없었지만 순수하
고 순박한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빛깔도 냄새도 맛도 없는 원천수였다고 생각한다. 주위에서
나에게 재미없이 산다고 말들을 했지만 나는 그것이 큰사랑이라 느꼈고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

34) 조선일보 1978년 9월 21일, ｢지육보다 덕육을｣
35) 광주일보 1986년 12월 4일, ｢곡! 박길진 원광대총장 영전에｣; 원광 1987년 2월호,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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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마음 고생 시켜본 일도 없었고 괴로움을 끼쳐준 일도 없었다.
숭산님은 식성도 수월해 특별히 신경쓸 일도 없었다.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36)

담담한 ‘물맛’에 비유할 만큼 일상 속에서 숭산이 풍긴 원만한 이미지와 덕성스런 품성을 잘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김도융 부총장의 ｢인격과 사상｣, 류기현 명예교수의 ｢원불교 해석학의 萌芽, 숭산 박
길진 박사｣ 등 두 편은 숭산을 모신 제자, 후학의 입장에서 숭산의 삶과 업적, 학문을 회고담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1987년에는 원광보건전문대 부학장이던 모상준(牟相峻) 교무가 ｢法界에 우뚝 솟은
주세성자｣라는 제하에 숭산의 일생을 회고하는 글을 남겼다.37) 그는 이 글에서 숭산을 ‘종교실
학자’로 표현하면서 신앙과 수행의 병진을 주창하고 실용종교생활을 하게 한 학자로 규정하였
다. 곧 실천성을 역설하고 몸소 이행한 종교학자, 철학자로 숭산을 특징지었다. 나아가 그는 숭
산의 삶 가운데 원불교학에 기반한 원광대 육성, 해외포교사업 등에 남긴 족적을 특히 높이 평
가하였다.
송인걸 교무는 ‘大宗經 속의 사람들’을 연재하는 가운데 14회째에 ｢소태산 대종사의 장남 숭
산 박광전종사｣를 실었다. 대종경에 나오는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에 관한 소태산과 숭산
부자간의 문답체 법문을 소개하고, 이어 숭산의 일생과 공적을 간결하게 소개한 것이다.
이상 언급한 회고록과 추모담은 숭산 서거 후 주로 제자, 후학, 유가족들이 남긴 것으로, 숭
산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일차적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들은 학
술적 가치보다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숭산 연구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뒤 2004년은 숭산이 설립한 원불교사상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그해 12월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을 지낸 숭산을 추
모하는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아! 숭산종사’라는 대주제를 걸고 거행된 기념대회에서는 모두
10편의 글이 발표되었다.38) 이때 발표된 글들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 원광대학교 개교 60
36) 임영전, ｢물맛 같은 순수의 큰사랑｣, 원광 1996년 12월호(숭산종사 열반 10주기 특집호), 67쪽.
37) 牟相峻, ｢法界에 우뚝 솟은 주세성자｣, 원광 151, 1987.
38)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2004년 12월 발간한 기념행사 발표책자에 수록된 글은 아래와 같다.
-｢숭산 박광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 양현수(은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김정용(삼용)
-｢나의 삶 나의 꿈｣ 숭산 박광전
-｢숭산 박광전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올립 니다｣ 정종
-｢숭산종사의 종교관-일원상을 중심으로-｣ 송천은
-｢숭산의 철학세계｣ 정현인(순일)
-｢숭산 스승님의 心法과 行跡 전팔근
-｢나의 스승 숭산종사｣ 최성덕(동완)
-｢숭산님의 和敬淸寂한 삶｣ 조원오(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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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을 기념하여 숭산 서거 숭산 서거 20주년 추모 특집으로 발간한 책자가 곧 한 떨기의 꽃
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이다.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편집하여 부제 ‘숭산문집’으로 발간한 이
책자는 곧 숭산을 추모하고 공적을 선양하는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39)
숭산 추모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는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부
‘나의 삶 나의 꿈’에는 숭산의 생애를 담은 화보와 연보, 숭산의 자전적 회고록 ｢나의 삶, 나의
꿈｣, 그리고 배재고보, 동양대 동문으로 평생의 지우(知友)였던 정종 교수의 추모사 ｢숭산 박
광전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가 실렸다. 특히 여기에 실린 연보는 그동안 수차 발
간된 연보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짐작되며 숭산의 삶의 궤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정
종이 쓴 추모사는 숭산과의 오랜 인연, 정감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영결하는 절절한 심경을 기
술한 것이다. 그 문면(文面) 가운데는 숭산의 너그러운 품성과 삶의 철학과 태도가 담겨 있어
숭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된다.
제2부 ‘숭산의 생애와 사상’은 숭산을 연구한 제자후학들의 학술적 논고를 싣고 있다.
아래와 같은 글이 실렸다.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김정용)

-｢숭산 박광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양현수)

-｢숭산 종사의 종교관｣(송천은)

-｢숭산의 철학세계｣(정현인)

-｢숭산의 교육사상｣(김혜광)

-｢숭산 스승님의 心法과 行跡(전팔근)

-｢나의 스승 숭산종사｣(최성덕)

-｢숭산님의 和敬淸寂한 삶｣(조원오)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김성택)

-｢내가 받든 숭산 종사님 법문｣(한길량)

2. 신문잡지 게재 기사
(이하 미완/ 전개 목 차 참조)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 김성택(영두)
-｢내가 받든 숭산 종사님 법문 片片｣ 한길량(양선)
-숭산종사 어록(일원상과 인간의 관계에서 추출)
39) 이 책의 표제에는 제목 이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로 되고 ‘숭산문집’이 별도로 부제처럼
붙어 있으나, 내지의 판권에는 숭산문집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인용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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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숭산 박길진 자료목 록
<저서>
大宗經講義,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재판, 1983)
崇山法師 例話集, 원불교출판사, 1984.
一圓相과 人間의 關係,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遺著>
崇山論集, 원불교사상총서 6,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12.3.
봉황과 더불어, 기념사 모음집, 원광대학교 의전과, 1994.12.15.
<교열>
주해강설 한글금강경, 원광대 교학연구회, 1955.
<논문>
｢實在の硏究ー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필사본, 일본 東洋大學 졸업논문, 1941.3)
｢一圓相 硏究｣, 論文集 3, 원광대학교, 1967.12;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1985) 所收
(42-95쪽)
<시 / 시조>
*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1985);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2006) 所收
｢工場生活｣, 會報 8, 佛法硏究會, 1934.3.
｢靑春｣, 회보 13, 1934.7.
｢나의 願｣, 회보 14, 1935.2.
｢주먹｣, 회보 22, 1936.2.
｢새로운 出發｣, 회보 31, 1937.1.
｢그 이｣, 회보 39, 1937.
｢사랑｣, 회보 40, 1937.
｢求本｣, 회보 54, 1939.4.
｢新春｣, ｢회보｣ 56, 1939.7.
｢希望｣(일본유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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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來面目｣, 원광 55, 1967.5.
｢無｣, 원광 100, 1979.
(譯詩)｢父｣[｢一｣](실베스타), 원광 4, 1949.
(譯詩)｢叡智｣(브라우닝), 원광 11, 1955.
(시조)｢雪嶽山｣, ｢飛仙臺｣, ｢飛龍瀑｣, 원광 60, 1968.
(시조)｢雪嶽二首｣, 원광 87, 1975.
<회고록>
｢나의 삶 나의 꿈｣(원불교신문 연재물)
<강의노트> 숭산논집(2006) 所收
유일학림(원광대학 초기) 교안/ ｢불교정전 주해｣
동양윤리학 강의노트 / ｢동양윤리학｣, 숭산논집(2006) 所收.
서양철학사 강의노트 / ｢서양철학사 개요｣, 숭산논집(2006) 所收.
유일학림(원광대학 초기) 교안 / ｢理氣論｣, 숭산논집(2006) 所收.
원불교수행론 강의노트 / ｢禪論｣, 숭산논집(2006) 所收.
원불교 수행론 강의노트 / ｢念佛論｣, 숭산논집(2006) 所收.
<서문>
｢서문｣, 凡山文集 凡凡錄(원불교출판사, 1987)
<기고문(1)> 원불교/대학 신문, 잡지
｢우리의 立脚地｣, 회보 22, 1936.2.
｢참 나를 찾으라｣, 회보 24, 1936.4.
｢佛敎의 意義｣, 회보 50, 1938.12.
｢서양의 圓相思想｣, 圓光 1, 1949.7.
｢불교의 세계관｣, 원광 4, 1950.4.
｢선악 표준의 轉倒｣(｢선악의 표준｣), 원광 11, 1955.9.
｢구미 각국의 불교상황｣, 원광 14, 1956.4.
｢歐美瞥見抄｣, 원광 15, 1956.6.
｢一圓相을 신앙하는 이유｣, 원광 16, 1956.9.
｢원불교 명칭과 특색｣, 원광 20, 1957.9.
｢要言(語?)數題｣, 원광 21-22, 1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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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愉樂한 생활｣, 원광 25, 1958.11.
｢제5차 世界佛敎徒大會에 다녀와서｣, 원광 26, 1959.1.
｢佛法是生活｣, 원광 40, 1962.6.
｢세계적 원불교에의 토대를 더욱 굳게｣, 원광 44, 1964.2.
｢청년운동은 사회운동을 결정한다｣, 圓佛敎靑年會報 창간호, 원불교중앙청년회, 1966.9.
｢공부하는 敎壇이 됩시다｣, 원광 51, 1966.5.
｢禪의 생활화｣, 원광 56, 1967.1.
｢一圓相에 대하여｣, 원광 57, 1967.
｢本來心을 회복하자｣, 원불교청년회보 6, 1968.1.
｢동서양 사상에 있어 唯一者｣, 圓大學報 76, 1968.3.1.
｢一圓相의 진리｣, 원대학보 77, 1968.3.15.
｢無我奉公｣, 원대학보 81, 1968.5.20.
｢無時禪 無處禪｣, 원대학보 83, 1968.6.15,
｢설악산 기행｣, 원광 60, 1968.7.
｢大宗經講話｣, 원불교신보 2-7, 1969.6.15.-9.1.
｢人性과 修養, 원불교신보 5, 1969.8.1.
｢한결같이 받들어 믿는 자세｣, 원광 65, 1970.4.
｢종교생활은 마음공부하는 생활｣, 원광 66, 1970.7.
｢세계는 하나요 인류도 하나다｣, 원광 68, 1970.12.
｢一圓相에 대하여｣, 圓佛敎開敎半百週年紀念文叢, 1971.10.
｢하나의 세계 건설의 至上課業 수행｣, 원광 71, 1971.10.
｢연구와 봉사의 기본자세를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 원광 73, 1972.
｢禪이란 무엇인가｣, 원불교신보 107, 1973(1975?).11.25.
｢이 회상 만난 기쁨으로 樂道｣,원광 76, 1973년 1월호.
｢소태산의 종교관｣, 원불교사상 2, 1977.
｢종교 생활의 의의｣, 院報 2, 1979.6.
｢극락생활의 길｣, 원보 3, 1979.9.
｢종교와 원불교｣, 원보 4, 1979.10.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길｣, 원보 5, 1979.11.
｢언제나 한결같이(動靜一如)｣, 원보 6, 1980.3.
｢남의 인권 존중｣, 원보 7, 1980.9.
｢正覺正行｣, 원보 8, 1980.11.
｢作業取捨｣,원보 9, 19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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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滿具足｣, 원보 10, 1981.3.
｢念佛法｣, 원보 11, 1981.4.
｢靈性의 회복｣, 원보 12, 1981.5.
｢종교｣, 원보 13, 1981.6.
｢本來心｣, 원보 14, 1981.9.
｢염왕(閻王)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 원보 15, 1981.11.
｢마음의 혹을 떼어 버리자｣, 원보 16, 1982.3.
｢心王｣, 원보 17, 1982.7.
｢聖者의 생활｣, 원보 18, 1982.10.
｢自他力을 병진하는 신앙｣, 원보 19, 1983.5.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원보 20, 1983.6.
｢교당에 나가는 이유｣, 원보 21, 1983.10.
｢진정한 종교의 모습｣, 원보 22, 1984.3.
｢거울의 교훈｣, 원보 23, 1985.5.
｢반성의 생활｣, 원보 24, 1985.10.
<기고문(2)> 중앙/지방 신문, 잡지
1970.1.21. ｢뚜렷한 敎育觀 앞서야｣(인터뷰기사) 전북매일신문
1970.8.21. ｢나의 人間修業｣(朴千石 記) 전북일보
1972.2.4. ｢知德 兼한 학풍을｣(금요 인터뷰) 전북일보
1972.2.11. ｢새해는 이렇게｣ 전북매일신문
1972.8.17. ｢마음의 평정｣(‘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2.8.26. ｢心田啓發｣ (‘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2.9.9. ｢평범한 진리｣(‘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2.9.19. ｢민족의 긍지｣(‘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5.12.5. ｢교육의 방향｣(‘千字春秋’ 칼럼) 한국일보
1975.12.15. ｢道義實踐｣(‘전북광장’ 칼럼) 전북일보
1975.12.18. ｢보람있는 생활｣(‘千字春秋’ 칼럼) 한국일보
1976.8.7. ｢오늘을 사는 지혜; 바꾸어 생각해 보자｣ 조선일보
1977.1.22. ｢농촌과 새마을운동｣(‘전북광장’ 칼럼) 전북일보
1977.12.3. ｢친절｣(‘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7.12.10. ｢유통활동의 과제｣(‘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7.12.17. ｢靜坐｣(‘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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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2.24. ｢裡里慘劇의 교훈｣(‘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1977.12.31. ｢歲暮의 의미｣(‘一事一言’ 칼럼) 조선일보
<일간지 기사>
1958.11.21. ｢세계승려대회 파견대표 결정｣ 조선일보
1958.11.21. ｢한국대표 不遠出發, 세계불교대회에｣ 경향신문
1966.1.21. ｢名譽法博學位, 東大서 김갑수씨에｣ 경향신문
1966.1.21. ｢김갑수씨 등에 名博, 東國大서｣ 동아일보
1967.10.5. ｢서로의 문을 열고; 한 자리에 모인 종교계 영도자들｣ 동아일보
1968.12.26. ｢종교헌장 만들기로｣ 조선일보
1970.10.15. ｢공항메모｣ 조선일보
1970.10.30. ｢강대국은 비무장하라; 京都 세계종교자평화회의｣ 동아일보
1970.10.31.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하나, 세계종교자평화회의｣ 경향신문
1970.11.3. ｢원불교와 반백년｣ 조선일보
1972.12.7. ｢공항일기｣ 동아일보
1972.12.27. ｢자유중국 다녀온 朴원광대총장｣ 조선일보
1973.1.8. ｢원불교 교조 미망인 梁夏雲 여사 별세｣ 동아일보
1974.7.23. ｢장관, 총장도 앞으로 갓; 1차 55명 새마을연수｣ 조선일보
1974.8.22. ｢미륵사지사적 始掘式, 馬韓百濟文化硏 주관 착공｣ 동아일보
1975.5.29. ｢이선근 회장 유임, 문화재보호협회｣ 경향신문
1975.5.29. ｢이선근 회장 유임, 문화재보호협 總會｣ 조선일보
1975.7.31. ｢골목에 평상 놓고 땀 식혀; 滌暑秘法｣ 전북일보
1975.10.30. ｢한국철학자대회; 1-2일 원광대｣ 조선일보
1975.10.31. ｢박길진박사 화갑기념 철학대회｣ 동아일보
1975.11.4. ｢새 가치체계의 정립; 원광대 주최 한국철학자대회｣ 조선일보
1975.11.25. ｢한국불교사상사 출간｣ 경향신문
1975.12.9. ｢한국불교사상사, 圓光大編｣ 조선일보
1976.1.1. ｢국민총화와 북괴야욕｣(새해특집 鼎談) 전북신문
1976.2.17. ｢불교태고종 종무총장 등 12명 한일종교인협의회 참석 渡日｣ 경향신문
1976.9.24. ｢원불교 연구발표｣ 경향신문
1977.6.1. ｢원불교사상연구 제1회 학술회의｣ 동아일보
1977.6.7. ｢한국의 人本사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학술회의｣ 조선일보
1977.10.8.. ｢원불교사상 발표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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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0.20. ｢總和 愛鄕心의 結晶｣ 전북일보
1978.9.21. ｢知育보다는 德育을; 박길진 원광대 총장; 주필 선우휘 對談｣ 조선일보
1979.5.29. ｢한국 철학의 정립; 국내 1백여 학자 학술회의｣ 조선일보｣
1980.4.15. ｢연대, 중대, 원광대 부총장 등 보직 사임｣ 경향신문
1980.10.13. ｢전통사상에 원불교 큰 기여; 원광대 학술회의 종교계서 관심｣ 동아일보
1980.10.14. ｢원불교는 전통사상 계승｣ 조선일보
1981.7.20. ｢원불교는 현대 물리학과 상통; 圓佛敎思想硏 학술회의｣ 동아일보
1981.7.24. ｢물질과 정신 균형안잡히면 위기, 체계 못세운 종교는 영향력 못줘; 원불교사상 세
미나｣ 조선일보
1981.8.27. ｢문화단신｣ 동아일보
1982.2.4. ｢圓佛敎사상 발표회｣ 조선일보
1982.2.4. ｢원불교사상연구 발표｣ 경향신문
1982.3.12. ｢박길진 원광대총장, 세계종교인회의 참석｣ 경향신문
1982.4.3. ｢대학교육협의회 발족｣(1면) ｢대학의 고민 함께 해결; 대학교육협의회 박길진 초대
회장｣ 조선일보
1982.4.3. ｢대학교육협 회장에 박길진 원광대총장｣(1면) ｢잠깐 5분 인터뷰, 박길진 대학교육협
초대회장｣(3면) 동아일보
1982.4.3. ｢대학에 새로운 기풍 불어넣겠다｣ 서울신문
1982.4.4. ｢문교부 눈치보는 습성 버려야｣(인터뷰기사) 동아일보
1982.4.5. ｢대학간 정보교환 - 자율조정의 폭 넓히겠다.｣ 중앙일보
1982.4.13. ｢자율적 대학교육 힘써야｣ 전북일보
1982.8.28. ｢준비위원 명단｣ 경향신문
1982.8.29. ｢준비위원 명단｣ 조선일보
1982.11.30. ｢원불교思想硏 발표｣ 조선일보
1983.2.3. ｢원불교思想발표회, 원광대 思想硏｣ 동아일보
1983.2.3. ｢원불교사상발표회｣ 조선일보
1983.2.4. ｢원불교사상연구 발표｣ 경향신문
1983.3.23. ｢敎堂 휴일로 정해 단체로 즐겨｣ 경향신문
1983.4.3.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길진 총장 “좋은 학풍, 전통 본받도록 돕겠다”｣ 경향신문
1984.2.13. ｢‘호남한국화300년展’ 열린다｣ 경향신문
1984.3.31. ｢원광대 농성 매듭｣ 조선일보
1984.5.3. ｢외국보도진 1천명 來韓; 교황 한국순례 4박5일｣ 조선일보
1984.7.20. ｢박길진 원광대총장, 스리랑카 불교대회에 참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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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8.18. ｢세계 종교회의 떠나｣ 조선일보
1984.8.20. ｢박길진 원광대총장, 나이로비 종교지도자회의 참석｣ 경향신문
1984.11.8. ｢박길진 원광대총장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 가져｣ 경향신문
1984.11.8. ｢원광대 박길진 총장 고희 기념 종교논문집｣ 동아일보
1984.11.11. ｢종교인의 종교관 재정립을; 원광대서 ‘종교분쟁방지’ 학술강연｣ 조선일보
1985.10.12. ｢圓미술대전 작품모집｣ 조선일보
1985.10.27. ｢종교인협의회 회장｣ 조선일보
1985.10.28. ｢박길진 원광대총장, 종교인협의회 회장에｣ 경향신문
1986.1.10. ｢圓美術 서울전시 주관｣ 조선일보
1986.4.29. ｢원불교의 고향 영광 永村마을｣ 동아일보
1986.5.21. ｢미주 원불교大 설립｣ 경향신문
1986.5.23. ｢원불교 미가주 원불교大 설립키로｣ 동아일보
1986.5.31.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경향신문
1986.12.3. ｢원광대 박길진 총장｣(2면) ｢圓思想 체계화한 學者종교인｣(6면) 동아일보
1986.12.4. ｢원광대 박길진 총장 별세｣(11면) ｢오늘의 圓佛敎 틀잡은 理論家; 타계한 박길진
원광대총장｣(7면) 조선일보
<기념 / 추모 논저>
한국불교사상사, 화갑기념논문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75.10.30.
한국근대종교사상사, 고희기념논문집, 원광대출판국, 1984.10.30.
원광 1987년 2월호, 숭산 박광전 종사 추모 특집
-彼岸에 편히 쉬소서(金正勇)
-崇山宗師의 敎學思想(韓正圓)
-知育보다는 德育을(鮮于輝)
-德性敎育을 실천한 청백리(KBS방담)
-오늘의 圓佛敎 틀잡은 理論家(徐熙乾)
-哭! 朴吉眞 圓光大총장 靈前에(閔俊植)
원광 1996년 12월호, 숭산종사 열반 10주기 특집호: 움직이는 산, 거룩한 삶
-｢아버지 우리 아버지｣(박시현)
-｢물맛같은 순수의 큰사랑｣(임영전)
-｢인격과 사상｣(김도융)
-｢원불교 해석학의 萌芽, 숭산 박길진 박사｣(류기현)
｢法界에 우뚝 솟은 주세성자｣(牟相峻), 원광 151,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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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산 대종사의 장남 숭산 박광전 宗師｣(송인걸), 大宗經 속의 사람들 14
숭산종사추모기념대회 발표책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12.
-｢숭산 박광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 양현수(은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김정용(삼용)
-｢나의 삶 나의 꿈｣ 숭산 박광전
-｢숭산 박광전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정종
-｢숭산종사의 종교관: 일원상을 중심으로｣ 송천은
-｢숭산의 철학세계｣ 정현인(순일)
-｢숭산 스승님의 心法과 行跡 전팔근
-｢나의 스승 숭산종사｣ 최성덕(동완)
-｢숭산님의 和敬淸寂한 삶｣ 조원오(용연)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 김성택(영두)
-｢내가 받든 숭산 종사님 법문 片片｣ 한길량(양선)
-숭산종사 어록(일원상과 인간의 관계에서 추출)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원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원불교사상연
구원, 2006.10.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김정용)
-｢숭산 박광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양현수)
-｢숭산 종사의 종교관｣(송천은)
-｢숭산의 철학세계｣(정현인)
-｢숭산의 교육사상｣(김혜광)
-｢숭산 스승님의 心法과 行跡(전팔근)
-｢나의 스승 숭산종사｣(최성덕)
-｢숭산님의 和敬淸寂한 삶｣(조원오)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김성택)
-｢내가 받든 숭산 종사님 법문｣(한길량)
-｢崇山宗師 語錄｣
<연구 논고>
｢숭산 박광전종사의 종교관: 일원상을 중심으로｣(송천은), 원불교학 10, 한국원불교학회,
2018.
｢숭산의 불교사상｣(정순일), 원불교학 4, 원불교사상연구원, 1999.
｢숭산 박광전의 생애와 사상｣(정현인), 원불교 인물과 사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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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동양대학 학적부
배재고보 학적부
불법연구회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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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숭산 박길진 연보

1915년(1세)
ㅇ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부친 朴重彬(少太山 大宗師), 모친 梁夏雲(본명 姓女，
十院圓 大師母)의 4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3월 23일). 호적명 吉眞, 법명 光田, 법호 崇山.
-본명 朴主鳳(이력서)
1916년(2세, 圓紀 원년)
ㅇ부친 소태산, 大覺開敎로 원불교 창립(4월 28일)
1921년(7세, 원기 6)
ㅇ서당(훈장 김민서, 김민기?)에서 천자문｣ 수학.
1923년(9세, 원기 8)
ㅇ조모(劉定天) 별세(8월 26일)
1924년(10세, 원기 9)
ㅇ원불교 전신인 불법연구회 창립(6월 1일)
1926년(12세, 원기 11)
ㅇ백수공립보통학교 2학년 편입.
*훈도 韓三用, 金栢鎬, 上野景章, 교원촉탁 金鍾夏 근무(조선총독부 1925년도 직원록)
ㅇ전북 이리시 송학동 이사, 이리공립보통학교 2학년 입학(*이력서-1923년 4월; 錯記)
*市川光二, 工藤淸太, 金仁洙 등 훈도 13명 재직(조선총독부 1925년도 직원록)
1931년(17세, 원기 16)
ㅇ이리공립보통학교 졸업(3월)(*이력서-1930년 3월: 착기)
ㅇ서울 정동 소재 배재고등보통학교 입학(4월)(*이력서 1930년 4월: 착기)
1936년(22세, 원기 21)
ㅇ배재고등보통학교 졸업(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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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본 동양대학 豫科 입학(4월)
1937년(23세, 원기 22)
ㅇ동양대학 철학과 입학(4월)
1939년(25세, 원기 24)
ㅇ佛法硏究會 佛敎專修學院 원장 被任.
1941년(27세)
ㅇ일본 東洋大學 철학과 졸업(3월)(*졸업시험 합격증서)
1943년(29세)
ㅇ부산 출신 林靈田(본명 達嚴)과 혼인(1월)
ㅇ불법연구회 교무부장(4월 1일)
ㅇ부친 소태산 대종사 열반(6월 1일)
ㅇ정산 송규, 종법사 취임(6월 8일)
1945년(31세)
ㅇ해방 후 戰災同胞救護事業 전개(서울, 부산, 전주, 이리)
1946년(32세)
ㅇ민주주의민족전선 익산군위원회 부위원장(1946년 4월)
ㅇ唯一學林(원광대학교 전신) 개교, 초대 學監 被任(3월 1일-회고록, 5월 1일-추모사업)
ㅇ主山 송도성 열반
1947년(33세)
ㅇ장남 聖宗 출생.
1948년(34세)
ㅇ익산군 갑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1948년 5월)
ㅇ불법연구회를 圓佛敎로 개칭(1월 16일 재단법인 인가)
ㅇ원불교 중앙총부 敎政院長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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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36세)
ㅇ한국전쟁 발발(6월 25일)
1951년(37세)
ㅇ원광대학 설립인가, 초대 학장 취임(9월 5일)
ㅇ장녀 施炫 출생
1953년(39세)
ㅇ원광대, 4년제 정규대학 승격.
ㅇ원불교 수위단원에 피선
1954년(40세)
ㅇ차남 炳健 출생
1956년(42세)
ㅇ미국무성 초청으로 동남아, 구미 순방 세계일주(1-2월)
1957년(43세)
ㅇ재미한인 헌피터에게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
1958년(44세)
ㅇ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도우의회(WR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일명
세계불교대회) 총회에 이청담, 하동산, 서경보, 손규상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11월 24
일 개회)
1960년(46세)
ㅇ원광대학 해외포교연구소 개설, 초대 소장 보임(11월 24일)
1961년(47세)
ㅇ해외포교연구소 영문 포교지 WON-BUDDHISM 창간 - 대사전
1962년(48세, 원기 47)
ㅇ정산 송규 종법사 열반(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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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산 김대거, 종법사 취임(2월 23일)
ㅇ해외포교연구소 영문 포교지 WON BUDDHISM 창간(12월 30일) - 추모사업
1963년(49세, 원기 48)
ㅇ재일거류민단 초청으로 일본 방문, 교육, 종교계 시찰(11월 25일-12월 27일)
1964년(50세)
ㅇ원불교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 회장 被任(4월 29일)
ㅇ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被囑.
1966년(52세)
ㅇ동국대학교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1967년(53세)
ㅇ원광대학 대학원 설립, 초대 원장 취임(3월 1일)
ㅇ한국종교인협회 주관 제1회 ‘공동의 모임’에 원불교측 대표 일원으로 참석(성균관대 명륜당,
6월 23일)
1968년(54세)
ㅇ종교인협회 주관 종교헌장제정 기초위원 피선(12월)
1970년(56세, 원기 55)
ㅇ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제1회 세계종교자평화회의에 김정용, 이공전, 전팔근 등과 함께
참석(10월 15일)
1971년(57세)
ㅇ원불교 개교반백년기념대회 개최(원불교반백년기념문총 발간, 10월 7-12일)
ㅇ일본 츠루미(鶴見)에서 개최된 세계연방평화촉진종교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72년(58세)
ㅇ원광대, 종합대학 승격, 초대 총장 취임
ㅇ원광대, 대만 중국문화학원(1980년 중국문화대학으로 개명)과 자매결연(11월 22일?) 및 동
학원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출국 12월 6일, 수여식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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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59세)
ㅇ모친 梁夏雲 대사모 향년 83세로 작고(1월 7일, 음 1972.12.3)
ㅇ제1회 한일불교학학술회의 개최(5월 11일)
ㅇ원광대학교 부설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개소(10월?)
ㅇ국민훈장 모란장 수여(12월 5일)
ㅇ대한불교학술원 고문 피촉.
1974년(60세)
ㅇ일본 교토 소재 불교대학 초청으로 방일, 불교계 시찰(5월)
ㅇ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개설, 초대 원장 취임.
1975년(61세, 원기 60)
ㅇ화갑기념논문집 한국불교사상사(원광대학교출판국) 출간 봉정(10월 10일)
ㅇ숭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사업회 주최 한국철학자대회 개최(원광대, 11월 1-2일)
ㅇ원불교 대표로 대만에서 개최한 중화민국 종교협의회에 참가, 종교, 교육계 시찰.
ㅇ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사 피선(5월)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피촉.
1976년(62세)
ㅇ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한일종교인협의회(2월 19-20일)에 참석
ㅇ이리시 문화공로상 수상(9월 20일)
ㅇ원불교사상연구원, ｢소태산의 종교관｣ 연구발표회(발표; 박길진, 김홍철, 한기두, 유병덕) 개
최(원불교종로지부, 9월 25일)
1977년(63세)
ㅇ원광보건전문학교(원광보건대학 전신) 설립인가(1월 24일)
ㅇ말레이지아 북수마트라 이슬라믹대학 참구학연구원 고문 피촉(2월 2일)
ㅇ필리핀에서 개최된 세계침구학술회의에 참석, 세계침술상 수상(3월 10일)
ㅇ원불교사상연구원 제1회 학술회의(대주제 : 한국의 人本思想) 개최(원광대 대강당, 7월 4일)
ㅇ한일불교교류협의회 고문 피촉(9월 8일)
1978년(64세)
ㅇ유네스코 한국전북협회 회장 피선(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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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世界佛敎徒友誼會 참석차 방일, 종교, 교육계 시찰(9월 29일)
1979년(65세)
ㅇ제2회 한국철학자대회 개최(원광대, 5월 27일)
ㅇ미국 프린스턴에서 열린 세계종교자평화회의에 참석차 방미, 종교, 교육계 시찰(8월 19일)
ㅇ만해한용운기념사업회 이사 피촉(9월 20일)
1980년(66세, 원기 65)
ㅇ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 개원
ㅇ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 ‘한국의 전통사상과 원불교사상’ 학술회의(10월)
1981년(67세)
ㅇ김삼룡, 전팔근, 유병덕과 함께 세계불교도회 이사 피선(3월)
ㅇ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 상임이사회에 참석(3월 25일) - 추모기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연합 제2차 운영위원회의 참석(3월 26일) - 회고록
ㅇ종교연합기구 창설준비위원회 발족, 초대위원장에 피임(5월)
ㅇ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 ‘미래의 과학과 종교’ 세미나 개최(7월)
ㅇ일본 불교대학 명예문학박사 수여(출국 8월 30일, 수여식 9월 2일)
ㅇ世界佛敎徒友誼會 원불교 지부장 피선(9월 15일)
1982년(68세)
ㅇ원불교사상연구원 제1회 원불교사상연구총발표회 개최(2월 2-3일)
ㅇ일본 쿄토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3월 14일-17일) 참석
ㅇ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추진 전라북도위원회 위원장 피촉(3월 23일)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초대 회장 피선(4월 2일)
ㅇ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 피촉(8월 28일)
1983년(69세)
ㅇ한국청소년연맹 전라북도운영위원회 위원장 피선(2월 18일)
1984년(70세)
ㅇ‘湖南한국화300년展’ 지도위원 피촉(1월)
ㅇ沃野大賞(師道 부문) 수상(5월 19일)

자료를 통해 본 숭산의 삶 59

ㅇ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제14차 세계불교대회 및 제5차 세계불교청년회
총회)에 참석(8월)
ㅇ세계불교도회 원불교 지부장 피선(8월 10일)
ㅇ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종교지도자평화회의에 참가, 아프리카의 교육, 종교계
시찰(8월)
ㅇ고희기념 학술강연회 개최(주제 ‘한국종교의 근대화방향’) 및 고희기념논문집 한국근대종교
사상사(원광대학교출판국) 봉정식(학생회관 대강당, 11월 10일)
1985년(71세)
ㅇ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에 참석(4월)
ㅇ저서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원광대학교출판국) 발간(5월)
ㅇ케냐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자평화회의에 참석(8월)
ㅇ한국종교인협의회 회장 피선(10월)
1986년(72세)
ㅇ圓美術大展 대회장으로 서울전시회 개막식 주관(원불교 서울회관, 1월 10일)
ㅇ미주원불교대학 설립추진위원장 피선(5월)
ㅇ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3차 총회(서울 엠배서더호텔, 6월 16-21일) 한국위원회 부
위원장 피선.
ㅇ열반(12월 3일). 법랍 45년. 법위 정식출가위로 宗師 서훈 추서.
2004년
ㅇ원불교사상연구원 개원 30주년 및 숭산종사 열반 18주기 추모 기념대회 개최(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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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의 수학 역정(歷程)
- 박길진 원광대학교 초대학장⋅총장과 동양대학-

마 츠모 토 세이이치(松本誠一)
일본 동양대 명 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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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 본고의 입장과 시각
박길진(朴吉眞, 一圓光田)선생(이하

박 선생-편집부 주)은

1937년 4월 도요대학에 입학했다. 필

자는 1969년 4월에 도요대학에 입학했으므로 박 선생의 32년 후배 동문인 셈이다. 박 선생은
예과 ‧ 문학부 철학과에서 수학했다. 필자는 사회학부 사회학과,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공부
했기 때문에 박 선생과 전공이 다르고 철학⋅불교학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박 선생의 철학⋅불교학 사상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료와 몇 가지 알게 된 점이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필자는 대학원 진학에 즈음하여 인류학 분야에서 한국 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원 석사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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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인 1973년 늦여름~초가을에 처음으로 한국에 건너갔다. 두 번째는 1978년 겨울이었고, 세
번째인 1978년 여름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회화 입문을 배웠다. 이후 한일
간을 왕래하면서 한국사회 문화와 관련된 문헌 수집과 현지 연구를 계속했다.
1983년 8월부터 1985년 2월까지 경희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서 수업을 담당했고, 같은 해 4
월 이후 동양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외국인 연구원으로
1년간 한국 체류 생활도 경험했다.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국어 회화는 할 줄 알지만 아직 회
화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발표하는 점 양해 구한다.
필자가 ‘박길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마 한국학 연구인명록 증보판(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83)을 통해서였던 것 같다. 뒤에 졸업생 명부(東洋大學, 1987)에서 이름을
확인했다. 필자가 경희대학교 재직 중에 원광대를 찾았더라면
직위 교수)

(박 선생은 총장, 필자는 타 대학의 낮은

박 선생을 뵐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2019년에 박맹수(朴孟洙) 총장님과 그 일행들이 동양대학을 찾아오셨을 때, 아시아문화연구
소에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후 발표 의뢰를 받아 이번에 표제와 같은 내용으로 발
표할 기회까지 받았다. 작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기되었지만 덕분
에 그동안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던 동양대학의 철학과 및 불교학 교육의 역사 등에 대해 공
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과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또 원광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귀중한 자료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①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기념 숭산문집(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② 숭산 박길진 종사 관련자료(편자, 간행년도 미상)
③ 숭산 종사 관련자료 ─｢원광｣(편자, 간행년도 미상)
④ ｢철학과 학사시험 합격증서 쇼와(昭和)16년 3월 25일｣(1941) 복사본
⑤ 2020.01 원광 vol.545.
⑥ 2020.02 원광 vol.546.
①의 64쪽에 “나는 1942(원기27)년 3월 31일, 도요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고 하
면서 또 5년의 도쿄 생활을 보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러나 ④에서 1941년에 철학과를 수
료한 것이 졸업생 명부의 1941년 3월 졸업란에 기재되어 있어서 서로 어긋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1941년 졸업을 전제로 쓰기로 한다. ①의 권두사진에서 “<1937>일본 도
요대학 상과(上科) 시절”, “<1938> 일본 도요대학 본과(本科) 시절”은 각각 “상과=예과(豫
科)”, “본과=문학과(文學科)”로 이해했다.
이 글에서 이용한 기타 자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동양대학 및 도서관 입관은 현역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입수할 수 있었던 자료가 온라인으로 입수 또는 열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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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료로 한정되었다. 동양대학의 역사에 관한 문헌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다
운로드 가능하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대학관계자’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 글의 지명은 자료에 표기된 당시의 방식을 답습했다. 예컨대 ‘조선’을 ‘한국’으로 고쳐 쓰
지는 않았다. 인용할 때에 원표기를 남기는 규칙도 있는데 그것은 독자가 인용문헌을 검토할
때에 해당 부분을 찾기 쉽게 편의를 주기 위함이다.
이하는 연보를 보충해 나가는 형식으로 서술을 진행한다.

Ⅱ. 1937년 이전: 박길진의 도요대학 및 철학과 선택에 대하여
1. 졸업생
박 선생이 1937년 일본에 건너가 유학하기 전에 조선에서 철학관(哲學館) 그리고 그 후신인
동양대학에 유학한 사람들이 있다. 졸업생 명부에서 인명을 단서로 추출해보면 예과 5명
(1929년 졸업자가 첫 유학생이다), 대학부 ‧ 대학 학부(4년 과정, 한때 5년 과정이었다. 뒤에
서 언급할 김현준이 1922년에 최초로 졸업했다) 12명, 전문학부 ‧ 전문부(3년 과정. 1919년
졸업생이 최초이다) 63명을 손꼽는다. 그들 졸업생들 중 누군가로부터 직접 동양대학에 대한
경험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찾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우선 조명기(趙明基, 1905-1988. 제5대 동국대학교 총장)인데
그는 1937년 3월에 문학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그 다음 달에 박 선생은 동양대학 예과에 입
학했다.
박 선생과 조명기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동양대학 졸업생으로 한국의 대학 총장이 된 사람
은 단 두 명뿐이다. 대학인이 된 후에는 교류가 생겼겠지만, 1937년 이전에 조명기와 연락이
있었을 경우 왜 불교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철학과를 선택했을까가 문제가 된다.
박 선생보다 20년 가까이 나이가 많고 1922(大正11)년 3월에 동양대학 대학부 제1과를 졸
업한 김현준(金賢準, 1898-1949)은 같은 해에 독일 유학을 떠났다. 1928년에 라이프치히대학
에서 신문학(新聞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며 한국 사회학의 역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 등. 만년에는 조선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회학을 가르친 3명 중 한 사람
으로 손꼽힌다. 여러 대학의 학장과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도 활약했고, 잡지에도 많은 기고를
했기 때문에 지명도는 높았을 것이다. 그는 나주 출신으로 박 선생이 태어난 영광과 같은 전남
사람이다. 김현준의 업적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필동⋅최태관(2019), 차배근⋅박정규⋅김
영희⋅박선희(2019)를 들어본다. 여기에 그의 동양대학 재학 시절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
다. 필자는 경희대 재직 중 김현준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고 유족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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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마츠모토(松本), 1985]를 작성했다.
김현준이 재학 중인 1920-1921년에 방정환(方定煥)이 동양대학으로 통학했다. 방정환이 동
양대학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상금(李相琴)은 1921년에 개설된 문화학과에 아동지에 기고했던
강사가 많았다는 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가 문화학과 철학교수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는 점의 두 가지를 시사하면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있는 동양대학에는 한국의 청년들을 끌어당
길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상금, 1999: 36] 방정환의 이름이
졸업생 명부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졸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화학과는 1924
년도 이후 입학자가 감소하자 1927년부터 학생 채용을 그만두고 폐지되었다. 동양대학사(東洋
大學史)에서는 “타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최성기에 창설된 문화학과는 쇼와기(昭和期)의 대공
황⋅중국 침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폐지되었다”[도요대학, 1993: 794]고 적혀 있다.
한편 일본인 졸업생으로 조선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졸업생 명부의 주소란에 옛 조
선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것을 단서로 찾아본다. 박 선생이 일본으로 건
너가기 이전의 해당자는 가스가 다카히데(春日隆英, 1894. 07졸업 부산), 하세가와 조신(長谷
川淨進, 1922. 03 경성), 고베 순케이(神戶俊契, 1922. 03 동래), 시노자키 구니테루(篠崎邦
輝, 1925. 03 평양), 와키사카 사다오(脇坂定雄, 1925. 03 경성), 가미노우치[고노] 효우마(上
ノ内[河野]兵馬, 1926. 03 경기도 포천), 우카이 카이도(1929. 03 영변 崇德學校), 기베 모토
쿠니(木部本國, 1925. 03 부산 妙心寺)의 8명을 꼽힐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전라도 이외의 주
소이기 때문에 박 선생과 맺어질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서 말하는 동양대학 학장인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의 조선 강연여행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조선순강일람’[미우라, 2014: 103-124]에서 조선에 있던 졸업생의 이름을 찾을 수 있
다. 같은 지역의 초출만을 이하에 기재한다.
1906. 10. 29 부산: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浪平治郞, 開成學校 교장), 카스가 다카히데, 우에
하라 산시로(上原三四郎), 가마타 마사히데(鎌田政秀)
1906. 11. 02 경성 : 임대행(하야세 다이교?; 林大行)
1918. 05. 26 경성 : 샤쿠오 슌조(釋尾春芿, 朝鮮及滿洲 잡지사장)
1918. 05. 27 경성 : 아라나미 헤이지로 (中樞院 촉탁)
1918. 06. 24 대전 : 임대행(本願寺 포교소 주임)
1918. 07. 01 진해 : 우에하라 산시로 택
사쿠라이 요시유키(櫻井義之)의 조선연구문헌지(朝鮮硏究文獻誌)에는 아오야기 츠나타로
(靑柳綱太郞, 호: 南冥)가 “철학관에서 공부”[사쿠라이 1979: 29]하고, 샤쿠오 슌조가 “도요대
학을 졸업”[사쿠라이 1979: 5]했다고 해설되고 있다. 샤쿠오는 위에서 본 엔료의 기록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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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 명부의 ｢도요대학 득업(得業)｣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아오야기에 대해서는 확인되
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조선에서 신문⋅잡지를 발행한 것 이외에도 주로 재야에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아오야기가 조선연구회 고서진서간행(朝鮮硏究會古書珍書刊行)(총56권), 샤
쿠오가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총83권)로 조선사의 고전을 방대한 역사총서로 복각 간
행한 점이 공통된다.

2. 동양대학 학장인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의 조선 강연여행
이노우에 엔료는 1858년에 니가타현(新潟縣)의 정토진종(淨土眞宗) 오타니파(大谷派)의 절
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주지스님으로 이름을 ‘엔고(圓悟)’라 하고, 할아버지는 ‘엔지츠(圓實)’
라 하며 엔(圓)자를 넣은 ‘엔료(圓了)’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종
문(宗門) 교육을 받았고 10살부터 사숙(私塾)에서 2년간 사서오경(四書五經), 역사, 산술, 서
예, 검도, 와카(和歌) 교육을 받았다. 그 후 2년 반 동안 번교(藩校;
번藩에서 세운 학교-옮긴이)의

에도시대에 각 다이묘의 영지인

유학자로부터 한학(漢學)을 중심으로 개화기의 후쿠자와 유키치(福

澤諭吉) 서양사정(西洋事情), 미츠쿠리 린쇼(箕作麟祥) 권선훈몽(勸善訓蒙)이나 영미 사람
의 지구, 박물에 관한 책들도 배웠다. 그 후, 나가오카양학교(長岡洋學校)에서 영학(英學), 양
산(洋算)을 배우는 가운데 교원을 돕는 조교 아래의 수업생(授業生)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학
생회를 조직하기도 하면서 모범생, 지도적 자질을 발휘하게 되었다. 19세 때 교토(京都)의 오
타니파 본산(本山)에 개설된 신시대에 적응한 학교(교사교교 겸 영불학과敎師敎敎兼英佛學科)
에 들어가 영어 수업도 들었다. 1878년에 본산에서 도쿄(東京) 유학 명령을 받고 히가시혼간
지(東本願寺)에서의 유학생으로 시험을 보고 도쿄대학예비문(東京大學豫備門, 훗날 제일고등학
교第一高等學校) 4년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입학하고 1881년에 예비문을 졸업하며 문학부 철
학과(4년 과정)에 입학했다.
엔료는 철학과 재학 중에 수많은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1884년에 철학회(哲學會)를 창설했
다. 철학회 창설의 취지에 대해 엔료는 철학회잡지(哲學會雜誌) 창간호(1887)에 “구주(歐
洲) 문명의 발달은 정치, 법률, 이학(理學), 공예의 진보”의 밑바탕에 “원리원칙을 논급(論及)
하는 철학”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다투어 철리(哲理)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 철학을
강구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일본에서의 철학을 확립하자고 주장했다. “서양철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여러 학문 안에 있는 철학을 발휘시켜 동서양 양쪽 철학의 조화를 꾀하면서 거기에 새
로운 철학을 일본에서 창출하려는 의욕이 있었다.”[도요대학 1993: 48]라고 정리된 문장은 엔
료가 훗날 사성(四聖)으로 소크라테스, 칸트, 석가, 공자를 뽑아 그 상을 철학당(哲學堂, 즉 사
성당四聖堂. 지금의 도쿄도 나카노구中野區에 건설)에 자려놓고, 그 밖에 차례차례로 독자적인
의장(意匠)과 설계와 명칭의 건물, 도서관을 건조하면서 정신적 수양 공원의 체재를 갖추고 개
방시켰다. 공원은 나카노구에 기증되었는데 거기서 매년 이노우에가 대표, 동양대학 대표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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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해서 철학당제(哲學堂祭)가 거행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경대학 졸업 후는 문부성(文部省)에의 임관을 고사하고, 정토진종 혼간지의 조직 내 활동
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의 폐불(廢佛) 풍조 속에서 불교를 재흥시키려면 불교조직 밖에
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고사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병으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1887년에 철학관을 열고 철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에 힘을 기울었다.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제국대학 안 외에는 없기 때문에 철학을 일본에 전파하기 위해 철학관을
개설한다고 말했다. 철학관은 당초 동경대학에 인접한 절의 일각을 빌려서 시작되었으나 나중
에 교지(校地)를 옮겨 두 번 이전하면서 고이시카와구(小石川區) 하라마치(原町, 현재 분쿄구
文敎區 하쿠산白山 5)에 자리를 잡았다. 모두 동경대학과 가깝고 동경대학 교원들이 철학관,
훗날의 동양대학의 강단에 많이 섰다.
이노우에 엔료의 철학자로서 일본철학사에서의 위상은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郞),
1932] [구와키 겐요쿠(桑木嚴翼_, 1943] [시바타柴田 1997] 등을 통해 엿볼 수 있고, 이노우
에 엔료의 철학요령(哲學要領)(1886)은 “일본인의 손에 의한 최초의 철학통사” “실천적인
관점에서 적당히 요약되고 또 동양철학과의 대비도 군데군데 볼 수 있어서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겠다.”[시바타 다카유키(柴田隆行), 1997: 85]라는 평가도 보인다.
이노우에 엔료의 활약은 평생에 걸쳐 다면적이고 저작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다방면에 걸
쳐 있어서 간결하게 요약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괴박사(妖怪博士)’로 알려져 왔으므로
이 점에 대해 언급한다. 필자는 종교인류학자 후루노 기요토(古野淸人)의 수업에서 “일본은 제
도적 애니미즘”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들었다. 신령이 도처에 깃들어 있고,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표상하는 신도적(神道的) 세계관은 현대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그려져 있지만 엔료는
사람들이 믿는 요괴 현상은 대부분 심리학 등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인 누구나 철학
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급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학관은 경제력이 약한(학자금
을 낼 수 없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몇 년간의 학생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외
국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통신교육도 시작하고 엔료 스
스로 전국에 강연 여행으로 나서기도 했다.
학내 사정도 있어 1905년 말 이노우에 엔료는 철학관주(哲學館主)⋅동양대학장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엔료의 활동 무대는 더욱 넓어졌다.
미우라 세츠오(三浦節夫) ｢이노우에 엔료의 조선 순강(井上圓了の朝鮮巡講)｣[미우라, 2014]
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말미에 ‘조선순강일람(朝鮮巡講一覽)’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따르
면 엔료의 조선 순강 제1회는 1906년에 부산, 경성, 인천, 평양까지 각지에서 이루어졌다. 제2
회는 1918년으로 5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에 이른 대강연 여행이었다. 경성(京城), 신의주,
의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인천, 춘천, 경성(京城), 수원, 청주, 조치원, 공주, 논산, 강경,
황등, 서수면 서수리, 군산, 전주, 이리, 김제, 목포, 영산포, 광주, 송정리, 대전, 대구, 포항,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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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진해, 진주, 원산, 함흥, 청진, 경성(鏡城), 나남(羅南), 회령(會寧), 장전(長箭)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리(裡里)에서는 6월 20일에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포교소와 극장이리좌(劇場裡里座)의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다. 이리에는 묵지 않고 곧장 김제로 이동했다. 박 선생은 이 해에 아직
4살이었고 주소도 영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후년에 이리에서 엔료의 발자취
에 대해 지역의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엔료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일본인 대상의 강연과 조선인 대상의 강연을 나누기도
했다. 후자에서는 조선어 통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미우라 논문에 이어서 사토 아츠시
(佐藤厚)는 ｢이노우에 엔료의 조선 순강에 관한 자료(井上圓了の朝鮮巡講に關する資料)｣[사토,
2014]에서 엔료의 강연 내용, 엔료의 강연이 신문⋅잡지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의 기사를
소개했다.
개인적인 억설(臆說)이긴 하지만 한국 전역에 철학관⋅철학원이 있고 역술사(易術士)가 사
람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철학이라는 말은 니시 아마네(西周)가 philosophy를 번역해서 만
든 말이라는 것이 어원의 정설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철학관 ‧ 철학원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노우에 엔료의 설을 받아들여 동양철학을 중시해서 역학(易學)을 중심으로 놓은 것이 아닐
까 싶다.

3.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강도관유도(講道館柔道)를 창시하고 일본 올림픽사의 첫손에 이름을 남긴 가노 지고로(嘉納
治五郎)의 조카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이다. 그는 1910년에 가쿠슈인(學習
院) 고등과(高等科)를 졸업하고 잡지 시라카바(白樺)를 창간하고, 1913년 도쿄대학 철학과
를 졸업했다. 이노우에 엔료의 철학과 동창이자 후배가 된다. 1914년에 지바현(千葉縣)의 데
가누마(手賀沼) 북안으로 이사한 뒤 거기서 시라카바파의 문학자, 도예가들이 모이기 시작했
다. 1916년에 조선을 여행하면서 조선 도자기를 넓고 깊게 아는 아사카와 타쿠미(淺川巧)를
알게 되었다. 야나기는 미학자로서 그동안 황폐화되었던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의 조형미를 찬
송하기도 했다. 1919년 4월에 동양대학 교수로 초빙되었으나 이노우에 엔료는 6월에 다롄(大
連)에서 서거한다. 그 한 달 전인 5월 야나기는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조선인을 생각하
다(朝鮮人を思ふ)｣라는 기사를 연재했다. 이것은 8월에 The Japan Advertiser에 영어 번역
이 게재되고, 이듬해 4월 12일부터 18일에 걸쳐 동아일보에 조선어역이 게재되면서 주목을
모았다. 같은 달 19일부터 동아일보에 ｢조선의 친구에게 보내는 글(朝鮮の友に贈る書)｣의
번역이 연재되기 시작했으나 20일에 게재가 중지되었다.
1921년 1월에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敎)⋅타쿠미(巧) 형제와 함께 ‘조선민족미술관(朝鮮
民族美術館)’ 설립을 계획하고 5월에 도쿄에서 조선민족미술전을 열었다. 1922년 5월에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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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미술(朝鮮の美術)을 펴내고 7월에 광화문 철거 계획에 반대하는 글을 썼으며 8월 24
일부터 28일의 동아일보에 ｢상실되어갈 조선 건축을 위하여(失はれんとする一朝鮮建築の爲
に)｣의 조선어 번역이 연재되었다. 9월에 저서 조선과 그 예술(朝鮮とその藝術)을 출판했으
나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이 금지되었다. 1923년 7월에 도요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을 경험했다. 시라카바를 종간시키고 11월에 아내인 가네코(兼子)와 ｢대지진 피
재 조선인 구제 음악회⋅강연회｣를 조선 각지에서 열었다.
이러한 야나기가 있는 도요대학 문화학과에 조선 유학생이 많이 몰려들었다. ‘버들 류(柳)’자
라는 성 때문에 조선인 교수로 착각한 경우도 있었을지 모른다. 문화학과는 1927년에 폐과되
었지만 그 흐름은 문학부 철학과로 이어진다고 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전 정보원이 선택 동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 동양대학의 학생모집 광고가
당시 조선에서도 이뤄졌는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등등 이것저것 아직 조사
해볼 여지가 있다. 박 선생의 일기 등에 동양대학 철학과를 선택하기에 이른 경위라도 적혀 있
으면 그것이 첫 번째 자료가 될 것이다. 혹은 일찍이 이노우에 엔료의 사상이나 무언가에 주목
했었기에 생전의 엔료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은 동양대학 철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간 것은 아
닐까?

Ⅲ. 박길진의 동양대학 재학기간: 1937년 4월~1941년 3월
1. 동양대학 예과 입학: 1937년 4월
박 선생은 1936년 3월(편집자

주-배재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경기도, 사립)를 졸업하고 이듬해 4월에 동양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당시의 ‘고등보통학교’는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남학교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 이것은 일본인이 다니는 ‘중학교’와 동등
한 중등교육학교로 간주되었다. 동양대학 학칙(1985년 개정) 제10조 제1호에 ‘중학교 졸업자’
로 되어 있고[동양대학 1988: 388] 박길진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이므로 동양대학 예과 입학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입학시험에 관해서는 학칙 제13조에 있듯이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시험으로 입
학자를 선발하는[동양대학 1988: 388] 제도였다. 당시 동양대학 예과 지원자 수를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불명하지만 입학 지원자가 적은 시절이어서 <자료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에
비해 현재 학생 수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미루어 입학선발시험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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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학부 예과의 정원 및 현재 학생수: 1938(昭和13)년 1월 현재
정원

학과별
여과

학 부

인원수

제1학년
28

240
철학과
불교학과
국문학과
지나철학
지나문학과

계

360

현재 수
제2학년
제3학년
18

계
46

4
4
22

4
4
16

1
10
26

9
18
64

4

1

3

8

34

25

40

99

출처 : [동양대학 1988: 421]
박 선생이 예과에 입학한 1937년 4월에는 문학과 불교학과 국문학과 시나철학 시나문학과
등 4개 학과가 있었다. 문학부 한 학부뿐이고 다른 학부는 없다. 예과를 거쳐 학과로 진학했
고, 학과 졸업 후 계속 배우는 연구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예과⋅학부학과⋅연구과는 대학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었다.
또 대학령이 아닌 전문학교령에 의거한 전문부(專門部)가 있었다. 전문부는 예과를 거칠 필
요 없이 중학교 졸업 등으로 입학 자격이 충족되며 동양대학 전문부에는 윤리교육과, 윤리국한
과(倫理國漢科), 국한과(國漢科)가 있었다. 3년 과정으로 그 졸업자에 대해 더 공부를 계속할
기회로 1년 과정의 전수과(專修科)도 마련되어 있었다. 전문부 졸업생도 졸업생 명부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학부에서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학경영은 등록금 수입이 극히 적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회계자료는 참고하지 않았지만 전문부에서 학생을 더 많
이 모집한 데 이어 정규학과생 외에 학과 결원이 있는 경우 선과생청강생을 받았다. 선과⋅청
강 수료자는 ｢졸업생 명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는 알 수 없다.
예과는 2년제였으나 박 선생은 예과를 1년 만에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 학칙에 비추어 어떻
게 단기 이수가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 시험을 받아서 예과 2학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1년
간에 2년 치 시험(4번)에 합격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학에 의한 규명을 기대한다.
예과에 개강된 과목은 수신 국어 및 한문, 영어 독일어(수의과목隨意科目), 역사, 철학개설,
심리 및 논리, 법제 및 경제, 자연과학, 체조(무도 및 교련. 제2학년에서는 무도는 수의과목)이
다. [동양대학 1993: 386-389]. 박 선생이 예과에서 어떤 과목을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얻지 못했다. 동양대학 인명록에서 1937년의 예과 수업 담당자의 이름을 추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4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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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곤도 마사하루(近藤正治)
영어: 히로이 타츠타로(廣井辰太郞)
철학개설: 사이토 쇼(齋藤晌)
법제: 다카이 츠네타로(高井常太郞)

2. 1938년: 철학과 1학년
박 선생은 1938년 4월에 예과에서 문학부 철학과로 진학했다. 철학과에서는 3년간 공부하고
1941(昭和16)년 3월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것은 박 선생의 철학과 성적표에서도 분명하다.
철학과는 1929년에 개설되고 1932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자료2> 철학과 졸업생 수 변천(조선인명): 1932-1945
1932. 3. 7인
1933. 3. 6인
1934. 3. 2인
1935. 3. 9인
1936. 3. 6인
1937. 3. 3인
1938. 3. 1인
1939. 3. 4인(김삼도金三道)
1940. 3. 3인
1941. 3. 2인(박길진朴吉眞[一圓光田]⋅정창(鄭創[柏谷瑽])
1941. 9. * 전시체제 들어가면서 조기 졸업이 앞당김. 철학과 해당자는 없음.
1941. 12. * 졸업 앞당김
1942. 3. 6인(한상환韓相環[西原辰])
1942. 5. * 수업 연한이 6개월 단축됨, 입학 시기를 10월로 바꿈. 9월 졸업이 됨.
1943. 9. 8인(김성필金聲弼⋅박순봉朴舜鳳[蘿源舜鳳])
1943. 11. 14인(장만룡張萬龍⋅최민홍崔旼洪[山本旼洪])
1944. 9. 2인
1945. 9. * 철학과에 졸업자 없음.
주: 졸업생 명부에서 마츠모토 작성.
1) 박길진과 정종
졸업생 명부에 보이는 동기 졸업자는 정종(鄭瑽)이다. 졸업생명부에는 정창(鄭創, 柏谷

숭산의 수학 역정(歷程) : 박길진 원광대학교 초대학장⋅총장과 동양대학 71

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 이름과 창씨개명이 서로 어긋난 것은 졸업생 명부 작성 과정
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동기 졸업자는 조선인 2명뿐이며 일본인은 없다. 이것은 동기 입
학생이 두 명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기 입학자는 더 많이 있었지만 중퇴하거나
뒤늦게 졸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종은 “일본 학생은 없었고 우리들만 동급생이었
다.”[정종(2006): 95]고 적고 있는 데서 보아 입학 때에도 두 사람뿐이었던 모양이다. 정종은
졸업까지의 “3개년을 하루와 같이” 둘이서 보냈다는 내용을 썼다.[정종(2006): 94]
어쨌든 두 사람은 규정대로 최단 연수인 3개년으로 필요한 과목 모두 합격점을 따고 수업했
다. 우수했던 증거일 것이다. 생활면을 생각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고도 말할 수 있겠다.
두 사람의 연보[정종, 2002][원불교사상연구원, 2006]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정종은 박 선생과 생년이 같고, 출생지가 영광인 점도 같다. 학력도 배재
고등보통학교와 동양대학 동창이다. 직업도 정종은 1981년부터 박 선생이 총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학교에 초빙되고 같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은 사이인 것이다.
박 선생과 정종은 위에서 출생지가 같다고 썼으나 군(郡)과 읍(邑)의 차이가 있고 보통학교
는 서로 다르므로 어린 시절에는 서로 접촉할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서는 정종이 1929년에 입학하고 1935년에 졸업했다. 2년 늦게 박길진이 1931년에 입학하고
1936년(편집자

주-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

졸업했다. 두 사람은 학년이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영광 태생이어서 서로 알고 지내지는 않았을까? 이것도 불분명하다. 조선교육령에서는 고
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5년으로 규정했으나 두 사람의 연보는 각각 배재고등보통학교에 6
년 재적했던 것처럼 쓰여 있다. 재학 중에 무슨 사정으로 졸업이 1년 연장된 것일까?(편집자

주

-숭산의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적부에는 입학 大正15년(1931) 4월 4일, 졸업 昭和11년(1936) 3월 3일로 되어 있으므로
6년 재적한 것으로 본 견해는 지금까지 숭산의 연보가 잘못 되어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자료2> 박길진과 정종
박길진

생년월일
1915. 3. 23

출생지
영광군 백수면

정종

1915. 9. 22

영광읍 도동리

대학교력
원광대
광주의대→전남대→동국대→
원광대

몰 년월일
1986. 12. 3
2016. 2. 13

주: 마 츠모 토 작성
두 사람은 1981년부터 다시 원광대에서 만나게 됐고 1987년의 동양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오랜만에 함께 모교에 가자고 논의했던 것 같다. 그러나 1986년 박 선생이 돌
아가셨다. 당시 필자는 동양대학에서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받아서 한국 졸업생들의 연락처를
조사 중이어서 경영학부 유학생이던 정수원(鄭守源, 현 부산 동서대학교 교수) 씨가 협조해 주

72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고 있었다. 1987년 4월 11일자로 정수원 씨에게 정종 선생의 편지가 왔다. 박 선생이 돌아가
셔서 함께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정수원 씨가 박 선생에게 보낸 편지의 답신이었
다. 그것과 함께 도요대학 재학 시절의 사진 카피, 몇몇 동창생의 기사 사본이 같이 들어가 있
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카피는 흐릿해서 사진이 잘 안 보인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 원광대학교의 종강과 동양대학의 연말연시 휴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가 1988년 1월 정종 선생은 혼자 동양대학을 찾아오셨고 필자와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정종
선생은 김현준의 숙부(金炳奭, 동아일보 사원)의 딸 사위라는 관계여서 김현준의 유족으로부터
나의 방문을 전해 들었으므로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대해
주셨다.
정종 선생은 예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철학과에 입학했다. 정종 선생은 1938년에 중앙불교
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 3년 과정)를 졸업했다. 중앙불교전문학교는 동국대학교의 전신으
로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하게 학부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것
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다닌 배재고등보통학교는 미국 선교사가 창립한 학교로 박 선생은 불교적 환경에
서 자라다가 기독교계 학교로 진학했고, 정종은 그곳을 졸업한 뒤에 불교전문학교로 진학했다.
이와 같은 경력은 순서가 거꾸로 되지만 불문(佛門)─양학(洋學)─불교─서양철학으로 동양사
상과 서양사상 사이를 오고간 이노우에 엔료의 학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있던 일본
인 교원은 일본어 교원뿐이었다고 한다.[정종 1979:
223-224].
두 사람이 동양대학 철학과 1학년에 들어갔을 때, 3
학년에 김삼도가 있었다. 그는 문학부 철학과 제8기 졸
업생이 된다. 조선 유학생으로서는 철학과 최초의 졸업
생이다. 정종이 보내온 사진 카피 중에 박길진, 정종,
김삼도 세 사람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 정종은 ‘1939.
2. 25.’로 촬영 연월일을 적고 있다. 김삼도의 졸업을
앞두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일 것이다. 3명 모두 앞깃의
학생복을 입고 있다. 졸업 후의 김삼도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
2) 학기, 휴업기간, 수업료
학칙에 따라 전학기(前學期)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 후학기(後學期)는 11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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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축일, 대축일, 본교 기념일”은 정기 휴무로, 춘계 방학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하계 방학은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계 방학은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이다.
학부 등록금은 연액 100엔 [동양대학, 1988: 408-410]. 전년의 예과 등록금은 85엔이었다.
3) 박길진이 수강한 과목과 담당자
박 선생의 성적표에 각 과목의 수강 학년이 병기되어 있으므로 아래에 학년별로 추출했다.
일부 담당자의 성이 적혀 있는 과목이 있다. ‘:’ 뒤에는 [동양대학, 1996]을 참조하여 담당자의
성명과 발음을 적어놓았다. 담당자의 성이 없는 과목도 그해의 해당 과목 담당자가 분명한 경
우는 담당자 이름을 보충했다.
교련은 각 학년 모두 과정상 필수지만 박 선생의 성적표에 득점 기재가 없다. 조선 유학생은
면제(제외)된 것 같다. 대학 예과⋅학부 모두 배속장교가 담당하는 학교 교련은 사립학교에 있
어서는 임의였지만, 교련을 받아 두면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특전이 있었다. 1943년 10월 징병
유예는 정지됐다. 조선인에게 육군 일반병 지원이 허용된 것은 1938년, 징병제가 적용되는 것
은 1942년으로 졸업 후 2명이 졸업했다. 일본인 학생들과 처지가 달라 교련을 받을 필요가 없
었다. 무기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
철학특수강의(오시마大島): 오시마 마사노리(大島正德), 1880-1947
철학연습(오시마; 흄) [합격/불합격란이 항목 비어 있음] : 오시마 마사노리
철학연습(이데; 오게스틴): 이데 다카시(出隆). 1892-1980
철학연습(히로이케廣池; 버클리): 히로이케 리사부로(廣池利三郎). 1901-1969
현대독일철학: 사카자키 칸(坂崎侃). 1894-1965
동양철학사개설(근대):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
서양철학사개설(근대): 이데 다카시
미학개론: 오오니시 요시노리(大西克禮), 1888-1959
사회학개론: 토다 테이조(戶田貞三). 1887-1955
일본철학: 다나카 요시토우(田中義能). 1872-1946
국체신도國體神道(국체학國體學): 즈치다 세이치(土田誠一), 1887-1945
불교학개론: [담당자 미상]
교련(敎鍊) [점수란 비어 있음]
영어: 바바 시게하루(馬場重治); 니츠 요네조(新津米造); 히로이 다츠타로(廣井辰太郎)
아동심리: [담당자 미상]
심리학(오쿠다奥田): 오쿠다 사부로(奥田三郎, 1903-) * [동양대학, 1996]에 해당기재 없음.
동양윤리학: 나카지마 토쿠조우(中島德藏. 186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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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윤리학: 바바 분오우(馬場文翁)
가장 연장인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는 동경대학에서 이노우에 엔료를
가르친 적이 있다. 박 선생이 수강한 이 해에 이노우에 테츠지로는 82세였다. 제국대학(帝國大
學)에서 서양철학을 가르친 최초의 교수로 동양철학사도 편
찬했다. 박 선생과 정종이 뒤에 나란히 서 있고,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앞의 의자에 앉아 셋이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
정종은 키가 큰 사람이었지만 박 선생은 그보다 더 키가
컸다. 두 사람이 함께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수업을 받았다.
수업 중 이노우에는 “일본 문화의 발상지는 조선의 부여이
므로 부여를 보지 않고 일본 문화를 말하지 말라”고 거듭
일본인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고 한다. [정종 1979: 228].
고령이지만 이노우에는 수업 중에 한 번도 앉지 않고 교단
위를 오가면서 정력적인 수업을 했다고 정종은 썼다.
이노우에 테츠지로와 이노우에 엔료는 현상 즉 실재론
(現象則實體論; 원융실재론圓融實在論)을 제창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닛타 요시히로(新田義弘),
1988]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 선생의 졸업논문은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엘을 위주로 하여(實
在の硏究: 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라는 제목으로 이노우에 데츠지로와 이노우에 엔료의
실재론과의 관계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는데 이 글에서는 내용의 검토까지 파고들어가
지 않는다.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6~7년간의 독일 유학에서 1890년 돌아갔으며 도쿄대학 서양
철학사에서 독일철학, 특히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강의했다고 한다[이노우에 데츠지로, 1932].
박길진이 받은 ‘동양철학사개설(근대)’에서는 뒤에서 졸업논문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겠으나 서
양철학자로서 동양을 중시해서 논의한 쇼펜하우어의 구체적인 소개가 있지 않았나 싶다.
“도대체 서양철학자들이 그리스 이래의 철학만을 철학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인도와 지나
(支那; 중국 :옮긴이)의 철학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
니체, 도이센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동양철학을 고려에 두었다. 특히 도이센 같은 사람은 주로
동양철학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발휘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동양국가이며
게다가 크게 지나 및 인도 철학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 및 인도 철학을 도외시하
고 무시하고 모른 채하며 단지 서양철학의 연장으로, 그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은 과연 동양인으로서 공평한 입장일까? 방법론으로 합당한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이노우에 테츠지로, 1932, 결론 9 철학 방법론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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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은 오시마 마사노리(大島正德, 1880-1947)에 대해 “은사(恩師)이신 오시마 교수는 시
종일관 우리 한국 학생들을 무엇보다도 인간적으로 대해준 진정한 철학자였다.” [정종, 1979:
227]고 썼다. 당시 오시마는 58세로 “인간적으로 대접해 주었다”는 관계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오시마의 말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오시마 마사노리의 생애와 사상(大島正
德の生涯と思想)｣이라는 논문 속에서 오시마의 특징 중 하나로서 ‘자유국제파’라는 측면이 지
적되고 있다. [기쿠가와 타다오(菊川忠夫), 1984: 28] 이것에 관해서는 고토 켄이치(後藤乾一)
의 국제주의의 계보 ─오오시마 마사노리와 일본의 근대(国際主義の系譜―大島正徳と日本の
近代)(2005, 와세다대학 출판부)가 있으나 아직 읽지는 못했다. 오시마는 전전(戰前), 전후
(戰後)를 통틀어서 저작이 많은 사람으로 철학전문서 이외에도 전전에 수신(修身)의 각종 교
과서를, 패전 직후에 일찌감치 우리 국민성의 반성(我が國民性の反省)(1945), 데모크라시
와 우리 국민성(デモクラシーと我が國民性)(1946), 데모크라시의 기본개념(デモクラシーの
基本槪念)(1946), 사회생활의 기조(社會生活の基調)(1947) 등 새로운 삶에 관한 책도 많
이 썼다. 기쿠가와 다다오(菊川忠夫)에 의하면 최초의 단저인 세계심 ‧ 국가심 ‧ 개인심(世界
心 ‧ 國家心 ‧ 個人心)(1916)에서 흔들림이 없었고, 전전, 전후 사이에 전향도 없으며, 오시마
는 점진형, 체제 내 개량형이어서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국가주의적 강변을 하는 구석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기쿠가와 다다오菊川忠夫, 1984]
특기할 만한 것은 오시마가 1937년 8월에 세계교육회의(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잉글랜
드, 아일랜드, 중화민국, 일본이 주된 구성 멤버)의 도쿄회의 사무총장으로 개최 준비, 운영을
맡았다. 국외 참가자가 43개국 869명, 부현(府縣)⋅외지(外地; 조선⋅대만⋅카라후토(樺太; 사
할린) ‧ 남만주⋅남양(南洋) 군도)의 참가 등록자가 2,409명이라는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제
국교육회(帝國敎育會), 1939].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야스다강당安田講堂을 주회장으로
했으므로 동경대학 HP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만주국의 참가에 중화민국이 반대해 불참한 문제
도 일어났다. 개최는 대학 하계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담당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사무총
장은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에 분주했을 것이다. 접대원(주로 통역인원?)만 해도 전국 대학에
서 대학 교원들이 다수 동원되고 연락 조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동양대학에서는 영어의 히로이
신타로의 이름도 보인다. 오시마는 유학 경력이 없었으나 영어회화는 잘했다고 한다.
동경대학에서 영미철학을 전공했고 동경대학, 동양대학 등에서 영미철학을 가르쳤다. 박 선
생이 졸업논문을 제출한 뒤에 현대실재론의 연구(現代實在論の硏究)(1943)를 펴냈으나 윌리
엄 제임스, 존 듀이, 신실재론, 비판적 실재론, 영국 실재론 등 총5장으로 구성되고 있어 쇼펜
하우어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이데 다카시의 수업을 박 선생은 3년간에 걸쳐 4과목을 수강했다. 1학년 ‘철학연습(오게스틴
オーゲスチン)’이란 ‘아우구스티누스’를 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로마제국의 철학자다. 3학년
의 ‘철학사연습(아리스토텔레스)’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배웠다. 이데 다카시는 아리스토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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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전집(アリストテレス全集)(1968~1973,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의 감수를 야마모토 미츠
오(山本光雄)와 함께 담당했다. 서양 고대철학의 연구자로 저명한 한편으로 데카르트 방법성
찰원리(方法省察原理)(1919), 빈델반트 철학이란 무엇인가(哲學とは何ぞや)(1920) 등의
번역도 있는 만큼 서양 근대 철학에도 밝고 영국과 독일 유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미파
⋅독일파의 어느 쪽에도 분류하기 어렵다. 박 선생의 서양철학 이해는 이데 다카가와 어떤 관
계가 있을까?
도다 사다조(戶田貞三)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일본의 사회학계에 사회조사법을 전하
고 종전의 철학적 사회학에서 크게 방식을 바꾼 사람이다. 1920년 제1회 국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가족구성(家族構成)(1937)이라는 일본 사회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주저를 간행하
였다. 이 해에 박 선생은 도다의 ‘사회학개론’ 수업을 받았는데 도다의 강의는 어떤 것이었을
까? 새로운 일본가족론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업 노트가 남아 있으면 현재에도 보고
싶어 하는 연구자가 잇따라 나타날 것이다.
가장 젊은 오쿠다 사부로(奥田三郎)는 도쿄부립 마츠자와병원(東京府立松澤病院)에서 정신
장해를 맡은 의사로 전후에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에서 정신박약아 교육의 기초를 닦았다.
그 밖에도 저명한 교원들이 즐비하고 있어 개개인의 연구사 탐구는 흥미롭지만 여기서는 안
하기로 한다.

3. 1939년: 철학과 2학년
현대철학(미국철학): 오시마 마사노리
현대독일철학: 사이토 쇼(齋藤晌, 1898-1989)
철학연습(영국철학): 이데 다카시; 오시마 마사노리; 히로이케 리사부로
교육사: 곤도 도시지(近藤壽治)
동양철학사개설(고대): 이노우에 테츠지로
서양철학사개설(고대): 이데 다카시
철학개론: 오시마 마사노리; 사이토 쇼
종교학개론[합격/불합격란 비어 있음]: 우노 엔쿠(宇野圓空); 야부키 게이키(矢吹慶輝)
지나철학론:
인도철학: 니시 요시오(西義雄), 1897-1993
윤리학개론: 나카지마 토쿠조(中島德藏); 바바 분오우(馬場文翁)
교련(敎鍊) [점수란 비어 있음]
영어: 히로이 다츠타로(廣井辰太郞)
심리학개론 [합격 불합격란 공백] : 다카시마 헤이자부로(高島平三郎, 186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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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손으로 부기]: 타카시마 헤이자부로
동양윤리학: 스즈키 나오지(鈴木直治).
서양윤리학: 바바 분오우
정종 사진 카피 중의 집합사진에 오시마 마사노리 및 사이토 쇼와 같이 찍힌 것이 많다. 사
이토 쇼는 우와지마번(宇和島藩) 번교(藩校) 유학자 출신으로 한문서적에 능통하고 한시 저
서도 내었으며 스피노자 전집을 번역도 하고 인도철학 책도 썼으며 SF시리즈 간행에도 관여할
정도로 엄청 재주 많은 학자이다. 두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오시마 못지않게 많으며, 수업
을 받은 교수들 중에서는 아주 젊은 편이어서 친근하게 느꼈을 수 있다. 전후에도 오랫동안 활
약했으므로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을 것이다.
영어 담당 히로이 다츠타로는 일본 동물애호운동의 역사에 최초로 이름을 남겼다. [쇼지 가
츠히코(東海林克彦), 2009: 98]. 조선지방행정학회지 조선지방행정(朝鮮地方行政)에 ｢평등
과 차별관(平等と差別觀)｣을 연재 기고했다. [조선지방행정학회, 1931(113): 53-; (114):
52-] 기독교강요(基督敎綱要)[출판년, 출판사 미상]을 지었다.
타카시마 헤이자부로는 아동학⋅아동심리학자로 사범학교 전용 심리학 교과서도 저술했다.
중학교 수신교과서, 농업수신교과서, 여자 신교육학을 편저하여 교육심리, 응용진리, 또 의사들
을 위한 심리강화, 체육학 교과서 등도 썼다.

4. 1940년: 철학과 3학년
철학사연습(이데) (아리스토텔레스): 이데 다카시
교육학개론: 요시다 구마지(吉田熊次, 1874-1964)
종교학개론: 우노 엔쿠(宇野圓空, 1885-1949)
교련 [점수란 비어 있음]
영어: 히로이 다츠타로
심리학: 오쿠다 사부로
1) 창씨개명(創氏改名)
1940년 2월 11일에 ｢조선인의 성명변경에 관한 건(朝鮮人ノ氏名變更二關スル件)｣ [일본식
으로 창씨개명하기]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자료2>에서 볼 수 있듯이 박길진⋅정종 이후의
졸업생은 조선명⋅일본명이 병기된 경우가 있다. 정종의 편지에 따르면 일본 이름을 등록한 뒤
에도 입학 때에 만들어진 학생증의 이름은 조선 이름 그대로이며 학내에서 불리는 것도 조선
이름이었다고 한다. <자료2>에 일본명 병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창씨개명이 신
청제(申請制)였기 때문에 신청해도 허가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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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씨개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내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이 있었다고도 말해진다.
부언하면 ‘일원(一圓)’이라는 성씨는 드물고 필자는 ‘일원(一圓 또는 一円)’이라는 사람과 지
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일본의 성씨(묘지名字; family name) 종류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편이라 하고 니와 모토지(丹羽基二)⋅일본유니백(주) 저 일본성씨대사전(日本姓氏大辭典)
(표음편⋅표기편⋅해설편의 3권, 1985, 카도카와서점角川書店)에서는 약13만 종으로 되어 있
다.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 정도이지만 그 뒤에 간행된 다른 성씨사전에서는 더 많은 성씨를
모으고 있다. 1985년판에서는 ‘一圓’의 읽기로 ‘이치엔’, ‘이치마루’, ‘히토마루’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에 ｢일본성씨어원사전｣(https://name-power. net/fn/)이 있
고 여기에서는 ‘이치엔, 이치마루, 가즈엔’이라는 읽기와 ‘이치엔’씨가 고치현(高知縣), 시즈오
카현(靜岡縣), 시가현(滋賀縣) 등지에 200명 정도가 있다고 추계하고 있다.
2) 졸업논문: ‘쇼펜하우엘(ショペンハウエル)’이라는 인명 가타카나 표기를 중심으로
박 선생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철학책을 섭렵하고 쇼펜하우어에 주목하면서 “인간 심성에
관한 문제, 생활의 문제, 사후의 문제, 마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 등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하였
다.
졸업논문 제출기한은 12월 28일이었다. [동양대학, 1988: 411]. 원광대학교 교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박길진 졸업논문 초고(일본어)의 제목은 ｢실재의 연구─쇼펜하우엘을 위주로
하여(實在の研究─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로 적혀 있다. 세로쓰기 원고지에 펜글씨로 쓰
여 있다. 원고용지 왼쪽 아래에 ‘12,25 幸手屋製’로 인쇄되어 있고, 12줄25단의 칸이 좌우에
배치되고 1장 600자 원고용지 126매가 엮이고 있다. 칸을 무시해서 많은 글자가 쓰여 있거나
여백에 덧쓰기가 있거나 세로줄로 말소된 부분이 곳곳에 있으므로 정확한 글자는 세지 않았다.
총 칸수는 75,600자이다.
필자는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졸업논문에서 다루는 ‘실재’론의 내용, 논지에 대해 검
토하기는 어렵다. 다만 ‘쇼펜하우엘’이라는 독일 철학자는 보고자도 이름만은 ‘쇼펜하우어’로 알
고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고, 인명 중에 장음 기호(ー)가 빠져 있는 점이 마음에 걸려
인명표기법을 검토해 보더니 한 가닥의 실마리를 얻은 것 같다.
박 선생은 1940년 12월에 졸업논문을 제출했다. 졸업논문 작성을 위해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각종 철학사전에서는 ‘쇼펜하우엘(ショーペンハウエル)’이라는 표기가 대부분이었다.
① 1905 朝永三十郎哲学辞典 寶文館 p. 159: ショーペンハウエル, アルトゥール
② 1912 大日本百科辞書編輯部編 哲学大辞書 索引 同文館 p. 3084: ショーペンハウエル
③ 1922 宮本和吉等編岩波哲学辞典 岩波書店 未見
④ 1923 渡部政盛最新哲学辞典 p.230: ショーペンハウエ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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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25 現代哲学研究会編現代哲学辞典 啓文社 未見
⑥ 1926 大思想エンサイクロペヂア26 哲学辞書 春秋社 p.140: ショーペンハウエル
⑦ 1930[1949]伊藤吉之助編 岩波哲学小辞典 岩波書店 p.651: Schopenhauer, Arthur
ショーペンハウエル，アルトゥール（主著 “意志及び表象としての世界”）
⑧ 1936 三木清 等 編 現代哲学辞典 日本評論社 p.索引47：ショーペンハウエル
그러나 현재의 철학사전에는 ‘쇼오펜하우어(ショーペンハウアー)’로 표기된다.
⑨ 1971[1987] 哲学事典 平凡社 p. 725: ショーペンハウアー
⑩ 1998[2004] 岩波哲学・思想事典 岩波書店 p. 795: ショーペンハウアー(意志と表象と
しての世界)
앞에서 보다시피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독일 유학에서 돌아와서 ‘쇼펜하우엘’ 등을 소개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검색기능을 이용해서 ‘쇼펜하우엘(ショペンハウエル)’, ‘쇼오펜하우엘(ショー
ペンハウエル)’, ‘쇼오펜하우어(ショーペンハウアー)’, ‘쇼펜하와아(ショペンハワー)’로 검색해
보면 ‘쇼오펜하우엘(ショーペンハウエル)’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1888년 철학회잡지(哲學會雜
誌) [2(19): 435]에 ｢잡보(雜報) 쇼오펜하우엘의 백년기｣가 있다. 다음으로 ‘쇼펜하우엘ショ
ペンハウエル’이 오래되고 1895년에 ｢사전(史傳) 시펜하우엘(シヨペンハウエル -‘ヨ’는 소문
자가 아니다. :보고자 주)의 성행(性行)이 철학잡지(哲學雜誌) [10(103): 698-703;
10(104): 787-794]에 연재되고 있다. 104호에서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라는 필자명이
나타난다. ‘쇼오펜하우어(ショーペンハウアー)’도 190년의 쇼펜하우어 바르타자르 그라치안
처세신결(バルタザールグラチアーン處世神訣)(현지사玄智社, 역자 미상) 기타 ‘쇼펜하와ショ
ペンハワー’는 1922년의 가네코 우마지(金子馬治)현대철학개론(現代哲學槪論)(동경당東京堂,
1930년판도 있음)만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엘(ショペンハウエル)’ 표기 계열은 시기가 내려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
면 미야케 유지로(三宅雄二郞; 雪嶺)의 근세철학사(近世哲學史)(철학관 강의록, 1900;
1903), 타카하시 고로(高橋五郎) 인생관(人生觀)(1907)등이 있고,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
正治)의 다음 번역서(전3권)가 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주저이며 박 선생은 졸업논문을 작
성할 때에 이것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박 선생의 졸업논문 초고 방식은 오늘날 학술논문에서
요구되는 방식과 달리 인용주, 설명주 등의 주석이 없고, 참고문헌, 인용문헌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네사키의 번역서를 주로 참조하였는지 여부는 내용을 자세히 비교 대조해서 검
토해 보지 않으면 판별하기 어렵다. 그 작업은 후학에 맡긴다.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역
1910 ショペンハウエル, 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上 博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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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ショペンハウエル, 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中 博文館
1920 ショペンハウエル, 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下 博文館
이 역서 하권의 ｢번역 후어(後語)｣ 말문에서 아네사키는 “쾨베르 선생의 친절한 방조(幇助)
와 도이세 선생의 부단한 자극을 감사하며 이 번역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자신을 가지고” 운
운으로 써 있고 아네사키의 번역 사업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쾨베르 선생이란 라파엘 폰 쾨베르(1848-1932)로 메이지정부(明治政府)에 고용된 외국인
으로 1893년부터 1914년까지 동경대학에서 독일철학, 그리스철학, 철학사, 미학, 미술사 등을
가르쳤다. 20년간에 그의 강의를 듣고 훗날 추억담을 쓴 사례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미
키 기요시(三木清)를 비롯하여 지극히 많다. 학생들에게 몹시 사랑 받았던 선생님이었다. 1893
년에 일본에 온 쾨베르에게는 쇼펜하우어와 하르트만 등에 대하여의 저술이 있고 신칸트학
파의 학풍과는 거리가 멀지만 독일의 학풍과 그리스철학에 대한 흥미를 보급시키는 데에 힘썼
다[쿠와키 겐요쿠(桑木嚴翼) 1943: 46-47]고 한다. 아네사키는 동경대학에서 쾨베르와 이노
우에 테츠지로로부터 쇼펜하우어에 대한 최초의 지식을 얻었던 것일까.
여기서 아네사키 마사하루가 어떤 연구자였는지를 일별(一瞥)한다.
3) 아네사키 마사하루에 대하여
｢아네사키 마사하루 선생 연보략｣ [조풍회(嘲風會) 1935: 81-84]에서의 발췌를 기본으로
일부 보충해서 작성했다.
1873.07.25

교토에서 출생.
25세 때 결혼. 아네사키 마사하루의 아내 마스(마스코增子)는 이노우에 테츠
지로의 조카딸. 일단 이노우에의 양녀가 된 연후에 아네사키에게 시집갔다고
한다. [다카하시 하라(高橋原) 2008: 13]

1900.03(만26세)

일본을 출발.

독일의 킬 대학교에서 도이센 교수 밑에서 연구함.
1902.01(28세) 학위청구논문 ｢현신불과 법신불｣로 문학박사를 수여받음.
1902.09(29세) 함부르크의 동양학계에서 Der Sagatha-vagga des Samyutta-nikaya를 발표함.
1902.10

런던을 떠남. 파리, 이탈리아 거쳐 12월에 인도로 도착. 잠시 체류함. 베나레
스에서 타카야마 초규(高山樗牛)의 부보를 받고 귀로에 오름.

1903. 06

귀국.

1905 (31세)

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종교학 강좌가 설치되면서 아네사키가 초대 교수가 되었
음. [다카하시 하라,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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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09(40세) 2년간 하버드대학에서 일본문명강좌를 담당함(일본종교사, 종교와 시, 불교
윤리, 불교 각파의 사상 등을 강의함). 시카고대학(일본불교), 예일대학(일본
미술) 등에서 몇 차례 강의함. 1915.07 귀국.
1918.05(44세) 캘리포니아대학교 50년식 참석 ‧ 강의함. 닥터 오브 로즈 학위를 수여받음.
1919.03(45세) 파리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함. 1919.11 귀국.
1919

스트라스부르대학교에서 닥터 오노레일의 칭호를 수여받음.

1928

프랑스정부로부터 레지옹 드뇌르 훈장을 수여받음.

1930.05(56세) 종교학강좌 창설25주년 기념회 개최. 이번 기회에 문하생의 조풍회(嘲風會,
조풍嘲風은 아네사키의 호), 일본종교학회를 설립함.(아네사키가 초대 회장)
1934.03(60세) 도쿄제국대학을 정년퇴직함.
1934.06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

1949.07.23.

사망.

아네사키는 철학관(도요대학의 전신)에서도 강사를 맡은 적이 있다. 확인된 바로는 1897년
도 ‘비교종교학’, 1899년도 ‘철학’의 두 번뿐으로 박 선생의 출생 전이다. 박 선생의 동양대학
예과 ‧ 철학과 재학연도는 1937-1940이며, 아네사키는 이미 동경대학을 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되고 있었다.
박 선생이 아네사키를 직접 만난 가능성은 이노우에 데츠지로(1856-1944)의 소개를 받으
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박 선생은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수업을 위에서 보다시피 철
학과 1학년에 ‘동양철학사개설(근대)’, 2학년에 ‘동양철학사(고대)’로 2년 연속으로 받았다. 박
선생, 정종과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셋이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위의 아네사키 연보에서 보듯
이 아네사키는 이노우에의 양딸의 사위라는 관계이므로 이노우에 테츠지로의 소개라면 아네사
키는 학부 학생이라도 시간을 내서 면회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에 관한 질문이라면 아네사키
는 자기가 가장 정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생몰년은 1788-1860으로 아네사키가 탄생하기 전에 사망했다. 아네사
키는 독일에 유학하고 킬 대학교의 도이센을 스승으로 모셨다. 파울 도이센은 인도철학자로 이
자 쇼펜하우어 연구연감을 편집하고 1911년에 쇼펜하우어 협회를 창설한 쇼펜하우어의 후계자
로 일컬어진다.
아네사키는 1899년 막 킬대 교수로 부임한 도이센 밑에서 유학해 인도 철학과 쇼펜하우어
연구 지도를 받았다. 도이센은 쇼펜하우어 연구의 중심에 있고, 아네사키는 도이센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현식(現識)으로서의 세계를 번역했다. 도이센의 발음이
‘쇼오펜하우엘’이 아니라 ‘쇼펜하우엘’이었는지, 종전의 철학사전들이 모두 ‘쇼오펜하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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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ョーペンハウエル)’로 표기했음에도 ‘쇼펜하우엘(ショペンハウエル)’이라는 표기를 고수했다.
박 선생도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쇼펜하우엘’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추론을 거듭한 결과일 뿐이다. 졸업논문 초고의 내용과 아네사키 역, 쇼펜하우엘 지
음 의지와 현식으로서의 세계(상 ‧ 중 ‧ 하)와 다른 아네사키의 논저와의 비교 고증은 관심이
있는 분에게 맡기고자 한다.

5. 1941년: 철학과 졸업
박 선생은 3월에 정종과 함께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원광대학교사자료실 소장의 ｢합
격증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합격증서
철학과
박길진
동양대학 학부에서
대학령 제10조의 학사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이를 증명함
1941년 3월 25일
동양대학장 오쿠라 쿠니히코(大倉邦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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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령 제10조에는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을 받아서 그것에 합격한 자는
학사라 칭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학사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위의 학사 합격증으로 순조
롭게 졸업이 인정되었다.
정종은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일본에 남고 12월 8일에 일⋅미 개전을 맞이했다. 4년 동안에
정종은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言, 기독교 사회운동가), 노자와 후미코(野澤富美子, 베스트셀러
가 된 소설 벽돌 여공(煉瓦女工)의 작가. 이것은 영화가 되기도 했음), 오구라 신페이(小倉
進平, 2명의 재학 중에 토요대학 문학부에서 ‘언어학개론’ 담당),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전
술, 전 도요대학 교수) 등을 만났다. 야나기 무네요시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저택 앞에 웅장한
조선민족미술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썼다.[정종, 1979]
기타 교수들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그 업적을 볼 수 있다. 1902년의 ‘철학관 사건’은 나카지
마 도쿠조의 교육윤리과 시험문제에 대해 문부성 시학관(視學官)이 국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가지마가 퇴직 처분을 받았고, 철학관도 폐교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국회, 언론,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철학관은 존속되고 나카지마도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Ⅳ. 맺 음말
박 선생은 동양대학에서 5년 동안 지내다가 1942년 3월 졸업했다고 했다. 예과 2년+본과 3
년으로 5년이 딱 맞지만 동양대학의 학사시험 합격증은 1941년 3월로 되어 있고, 졸업생 명
부는 1941년 3월 졸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후자를 따랐다. 하지만 본인의 수첩, 일기, 편지 등
으로 입학연월, 예과에서 철학과로의 진학연월, 졸업연월에 관한 기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
겠다.
박 선생은 “철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동양대학을 선택했다”고 썼다.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54] 또 입학 전부터 철학서를 탐독하고 특히 쇼펜하우어에 주목했었다고도 써 있다. 졸
업논문에서 실재론을 다루면서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한다고 부제를 달았다. ‘쇼펜하우엘
(ショペンハウエル)’로 쓰여 있는 데서 아네사키 마사하루의 번역서를 주로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네사키의 번역서 ‧ 논문과 박길진의 졸업논문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기대해 본다.
3장에서 보았듯이 동양대학 철학과에는 그에 걸맞은 교수진들이 모여 있었다. 불교학과⋅지
나철학 지나문학과가 따로 있었으므로 인도철학⋅중국철학 과목은 철학과에서는 그다지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밖에 일본에 대해서는 국문학과가 있었다.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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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이슬람 철학에 대해서는 약했다.
막부시대 말기의 일본은 양이(攘夷)하려면 몇 척의 군함을 가지고서는 구미 열강의 군사력
을 상대할 주 없음을 알고 유신개화(維新開化)해서 산업의 구미화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의 도입,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철학이 중요하다며 철학 연구에 주력했다. 서구화주의 일
변도에서는 정체성이 열등감을 띠게 되므로 서양철학 중에 동양⋅일본을 찬송하는 것이 있는
점에 착안하고 서양철학을 통해 동양의 종교⋅사상 중에 세계에 통용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연구를 추진시키고 널리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운 무리가 있었다.
중일전쟁이 진행되면서 조선총독부 치하에 있다가 동양대학 철학과를 택한 박 선생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도쿄가 공습을 받기 전까지 도쿄에서
책을 사느라 식비를 아끼지만 이곳저곳 여행은 다녔다는 박 선생의 사상 형성 과정에 대해서
는 아직 연구할 여지가 많다.

숭산의 수학 역정(歷程) : 박길진 원광대학교 초대학장⋅총장과 동양대학 85

참고문헌(ABC順)
차배근, 박정규, 김영희, 박선희, 한국언론학 선구자: 김동성과 김현준,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2019.
嘲風会編, 姉崎正治先生書誌, 東京帝国大学文学部宗教学研究室 嘲風会, 1935.
鄭瑽, ｢東京の叡智――柳宗悦先生を中心に｣尹青光著・尹正烈訳忘れ得ぬ日本人――朝鮮人の怨
恨と哀惜六興出版, 1979, pp.223-235.
, 내가 사랑한 나의 삶 84(하)도서출판 동남풍, 1999.
, ｢나의 삶과 철학, 88년사｣孔子學(9)( 鄭瑽博士88歳記念特輯號):3-57, 2002.
, ｢崇山 朴光田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원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숭산문
집, 2006, pp.94-109.
後藤乾一, ｢第7回｢世界教育会議｣と大島正徳――戦間期国際交流史研究の視点から｣アジア太平洋
討究5, 2003, pp.1-19.
井上哲次郎, ｢明治哲学界の回顧｣,（岩波講座哲学）岩波書店, 1932.［現代日本思想大系24: 哲
学思想筑摩書房, 1975(1965）］［青空文庫の本論文｢序｣｢結論｣］
菊川忠夫, ｢大島正徳の生涯と思想｣, 幾徳工業大学研究報告A-8, 1984, pp.15-30.
김필동⋅최태관, ｢한국 사회학의 개척자 김현준의 재발견｣, 사회와 역사122, 2019,
pp.51-116.
桑木嚴翼, 明治の哲学界, 中央公論社, 1943.
李相琴, ｢方定煥と東洋大学｣, 東洋大学井上円了記念学術センター: サティア《あるがまま》35,
1999, pp.34-36.
松本誠一, ｢金賢準博士の足跡｣, 白山社会学会会報3, 1985, pp.19-22.［白山社会学研究1,
1986, pp.93-96に再掲］
三浦節夫, ｢井上円了と東アジア（一）井上円了の朝鮮巡講｣, 井上円了センター年報23, 2014,
pp.83-124.
新田義弘, ｢井上円了における現象則実在論――仏教活論から哲学新案へ｣, 斎藤繁雄編著, 
井上円了と西洋思想, 東洋大学, 1988, pp.79-102.
櫻井義之, 朝鮮研究文献誌――明治・大正編, 龍溪書社, 1979.
佐藤 厚, ｢井上円了の朝鮮巡講に関する資料 植民地朝鮮発行の記事を中心に｣, 井上円了セン
ター年報23, 2014, pp.125-208.
柴田隆行, 哲学史成立の現場, 弘文堂, 1997.
東海林克彦, ｢広井辰太郎（元東洋大学教授）の動物愛護思想に関する環境倫理学的考察｣, 観光

86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学研究8, 2009, pp.95-103.
高橋 原, ｢姉崎正治留学時代の井上哲次郎宛書簡｣, 東京大学宗教学年報25, 2008, pp.10-13.
帝国教育会 第七回世界教育会議残務整理部 編, 第七回世界教育会議誌 上, 帝国教育会 第七回
世界教育会議残務整理部, 1939.
東洋大学創立100周年記念卒業生名簿編纂委員会, 創立100周年記念 卒業生名簿――1890-1987
, 学校法人・東洋大学, 1987.
東洋大学創立100年史編纂委員会・東洋大学井上円了記念学術センター, 東洋大学百年史 資料編
Ⅰ・上, 学校法人・東洋大学, 1988.
, 東洋大学百年史 通史編Ⅰ, 学校法人・東洋大学, 1993.
東洋大学 井上円了記念学術センター, 東洋大学人名録 役員・教職員 戦前編, 東洋大学井上円
了記念学術センター, 199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숭산문집,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2006.
(번역: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야규 마코토柳生眞)

崇山の修學歷程 : 朴吉眞円光大学初代学長・總長と東洋大学 87

日文

崇山の修學歷程 : 朴吉眞円光大学初代学長・總長と東洋大学

松本誠一
(東洋大学名誉教授)

１ はじめに――本稿の立場と視角
朴吉眞（一圓光田）先生は1937年4月に東洋大学に入学した。報告者は1969年4月に東洋大学に
入学したので、32年の後輩、同窓にあたる。朴吉真先生は予科・文学部哲学科で学んだ。報告者
は社会学部社会学科、大学院社会学研究科で学んだので、朴先生専攻が異なり、哲学、仏教学の
知識が不足している。そのため、本報告の中で、朴先生の哲学・仏教学・思想に対して深く立ち
入って考察することは果たせない。ただ、本稿で紹介する資料や、いくつか気の付いた点に関し
て、読者の参考になることがあれば幸いである。
報告者は大学院進学に際して、人類学分野での韓国研究を志し、大学院修士1年の1973年晩夏初
秋に初めて韓国に渡った。2度目は1978年冬。3度目の1978年夏には延大韓国語学堂で韓国語会話
入門を習った。それ以降、日韓間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韓国社会文化に関わる文献収集と
現地研究を続けた。
1983年8月から1985年2月まで韓国慶煕大学校日語日文科で授業を担当し、同1985年4月以降は
東洋大学教員として勤務しながら、2003年度には韓国外国語大学校で外国人研究員として1年間
の韓国滞在生活も経験した。生活に必要な程度の韓国語会話は行うが、いまだに会話力に不足し
ているため、日本語で報告することをご了承願う。
今日、東洋大学といえば、1994年、慶尚北道栄州市に開校された東洋大学を連想する方もおら
れるかもしれないが、これまでのところ日本の東洋大学と関係はない。以下、本稿で東洋大学と
称するのは日本の東洋大学に限られる。朴吉眞先生の在学された当時の校地は東京だけであった
ので、現在の白山（当時は原町）校地についてである。
朴吉眞という名前を初めて知ったのは、韓国学研究人名録
1983）を通じてであったと思う。後に卒業生名簿［東洋大学

増補版（韓国精神文化研究院、
1987］で名前を確認した。慶煕

大在職中に円光大を報告者が訪ねていたならば、片や總長、片や他大学の職位の低い教員で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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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としても、朴吉眞先生にはお目にかかる機会をつくっていただけたのでは、と今になって反省
している。
2019年に朴孟洙總長先生、趙晟桓先生、柳生眞先生が東洋大学に来校された際に、アジア文化
研究所でご挨拶する機会を得た。その後、ご依頼を受けて、今回、標題のような内容で報告する
機会までいただいた。昨年報告する予定がコロナ禍の影響で延期されたが、おかげで、これまで
不勉強だった、東洋大学の哲学・仏教学教育史等の面で勉強ができた事を嬉しく思い、この課題
を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る。
また、円光大学校から以下の貴重な資料を送っていただいたことにも感謝する。
① 원불교 사상 연구원 2006원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숭산문집 원불교 사상 연구원
（円仏教思想研究院（2006）円光大学校開校60周年記念崇山文集円仏教思想 研究院）
② 숭산 박길진 종사 관련 자료(編者刊年不詳、崇山朴吉眞宗師関連資料)
③ 숭산종사 관련자료―원광(編者刊年不詳、崇山宗師関連資料―円光)
④ 1941｢哲学科 学士試験 合格証書 昭和16年3月25日｣コピー
⑤ 2020.01원광vol.545
⑥ 2020.02원광vol.546
①の64頁に｢私は1942年（円紀27年）3月31日、東洋大学哲学科を卒業して帰国した｣、また5
年の東京生活を送った旨、書かれている。しかし、④で1941年に哲学科を修了したこと、卒業生
名簿に1941年3月卒業欄に記載されているので、食い違いが見える。以下、本稿では1941年卒業
を前提として書いている。①巻頭写真｢〈1937〉日本東洋大学上科時節｣、｢〈1938〉日本東洋大
学本科時節｣はそれぞれ｢上科＝予科｣｢本科＝文学部哲学科｣と理解した。
本稿で利用したその他の資料について、コロナ禍のため、東洋大学および図書館への入構は現
役の学生、教職員に限られてきているので、手元の資料、オンラインで入手、あるいは閲覧可能
な資料に制限された。東洋大学史に関わる文献は多くがオンラインで公開され、ダウンロード可
能になっている。2021年11月15日から｢大学関係者｣まで許可枠が広がった。
本稿での地名は資料に表記されている当時のスタイルを踏襲している。たとえば｢朝鮮｣を｢韓国
｣と書き換えていない。引用に際して、原表記を残すというルールもあるが、読者が引用文献を検
討する際に該当箇所を探しやすいという便宜があるからである。
以下、年譜を補っていく形式で叙述を進める。

2. 1937年以前――朴吉眞の東洋大学および哲学科選択について
1）卒業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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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吉眞（1915-1986）が1937年に渡日留学する前に、朝鮮から哲学館、その後身の東洋大学に
留学した人々がいる。卒業生名簿から人名を手がかりに拾い出すと、予科5人（1929年卒業者
が最初の留学生）、大学部・大学学部（4年課程、一時期5年課程。後述の金賢準が1922年卒で最
初）12人、専門学部・専門部（3年課程。1919年卒が最初）63人を数える。これらの卒業生の誰
かから直接東洋大学に関する経験情報を得てい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が、具体的な関係は絞り出
せていない。
個人的に注目するのは先ず、趙明基（1905-1988。第5代東国大学校総長）であるが、彼は
1937年3月に文学部仏教学科を卒業した。その翌月に朴吉眞は東洋大学予科に入学した。朴吉眞
と趙明基との関係はどうだったであろうか。東洋大学卒業生で、韓国の大学総長になった唯二の
２人である。大学人になってからは交流が生じていたであろうが、1937年以前に趙明基と連絡が
あった場合、仏教学科を選ばず、哲学科を選んだのはなぜか、という問題がある。
朴吉眞より20歳近く年長であるが、1922（大正11）年3月に東洋大学大学部第一科を卒業した
金賢準（1898-1949）は同年、ドイツ留学に赴いた。1928年にライプツィヒ大学から新聞学で博
士学位を受けて、帰国し、韓国社会学史では高等教育機関（普成専門学校など。晩年は朝鮮大学
校）で、韓国人として初めて社会学を教えた3人中の１人と位置付けられている。諸大学の学長
（学部長）や、東亜日報の論説委員としても活躍し、雑誌にも多数寄稿したので、知名度は高
かったろう。彼は羅州の出身で、朴吉眞の出生地霊光と同じ全南である。金賢準の業績に関する
研究は最近のものとして、［김빌동, 최태관 2019］［차배근, 박정규, 김영희, 박선희 2019］を
挙げておく。彼の東洋大学在学中に関して詳しく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る。慶煕大在職中に金賢
準に関する文献を収集し、遺族を訪ねて話を伺ったりして、［松本 1985］を作成した。
金賢準在学中の1920-1921年に、方定煥が東洋大学に通学した。方定煥が東洋大学を選んだ理
由について李相琴は、1921年に開設された文化学科に児童誌に寄稿する講師が多かった、柳宗悦
が文化学科の哲学教授として授業を担当していた、の2点を示唆し、｢柳宗悦がいる東洋大学に
は、韓国の青年を引きつける十分な魅力があったと思われる｣と述べている［李相琴

1999:

3

6］。方定煥の名が卒業生名簿に見えないのは卒業までに至らなかったためであろう。この文化
学科は1924年度以降、入学者が減少し、1927年から学生採用をせず、廃科された。東洋大学史で
は｢大正デモクラシーの最盛期に創設された文化学科は昭和期の大恐慌・中国侵略とつらなる中で
廃止になったといえよう｣［東洋大学 1993: 794］とある。
一方、日本人卒業生で朝鮮に渡った人たちがいる。卒業生名簿の住所欄に旧朝鮮住所のまま
残っている例があるので、それを手がかりに拾い出す。朴吉眞の渡日以前の該当者は春日隆英
（1894.07卒

釜山）、長谷川浄進（1922.03

京城）、神戸俊契（1922.03

東萊）、篠崎邦輝

（1925.03 平壌）、脇坂定雄（1925.03 京城）、上ノ内（河野）兵馬（1926.03 京畿道抱川）、
鵜飼快道（1929.03 寧辺崇徳学校）、木部本国（1935.03 釜山妙心寺）の8人を数える。彼ら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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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員全羅道以外の住所であり、朴吉眞につながる可能性は薄かったと推察される。
後述する東洋大学学祖、井上円了の朝鮮講演旅行の記録を基に作成された｢朝鮮巡講一覧｣［三
浦 2014：103-124］から在朝卒業生の名が拾える。同地初出だけを以下に記載する。
1906.10.29釜山：荒浪平治郎（開成学校長）、春日隆英、上原三四郎、鎌田政秀
1906.11.02京城：林大行
1918.05.26京城：釋尾春芿（朝鮮及満州雑誌社長）
1918.05.27京城：荒浪平治郎（中枢院嘱託）
1918.06.24大田：林大行（本願寺布教所主任）
1918.07.01鎭海：上原三四郎宅
櫻井義之朝鮮研究文献誌には青柳綱太郎（南冥）が｢哲学館に学び｣［櫻井 1979：29］、釋
尾春芿が｢東洋大学を卒業｣［櫻井 1979：5］として解説されている。釋尾は上述の円了の記録や
卒業生名簿の｢東洋大学得業｣欄で確認できるが、青柳については確認できていない。この2人は
朝鮮で新聞・雑誌発行のほかに主に在野でいろいろ活動したが、青柳が｢朝鮮研究会古書珍書刊行
｣（全56冊）、釋尾が｢朝鮮群書大系｣（全83冊）として、朝鮮史の古典を大部の歴史叢書として復
刻刊行した点が共通する。

2）東洋大学学祖、井上円了の朝鮮講演旅行
井上円了は1858年に新潟県の浄土真宗大谷派の寺に生まれた。父が住職で名を円悟、祖父は円
実といい、｢円｣の字を入れた円了の名をもつようになった。幼少から父より宗門の教育を受け、
10歳から私塾で2年間、四書五経、歴史、算術、習字、剣道、和歌の教育を受けた。続く2年半は
藩校儒者から漢学中心に、開化期の福沢諭吉西洋事情、箕作麟祥勧善訓蒙や英米人の地球、
博物に関する本も学んだ。その後、長岡洋学校で英学、洋算を学ぶうちに教員を手伝う助教の下
の授業生に採用されたり、生徒会を組織したり、模範生、指導的資質を発揮する。19歳で大谷派
本山（京都）に開設された新時代に合わせた学校（教師教校兼英仏学科）に入り、英語の授業も
聞いた。1878年に本山から東京留学を命じられ、東本願寺からの留学生として試験を受けて東京
大学予備門（後の第一高等学校）4年課程の中途段階から入り、1881年に予備門を卒業し、文学
部哲学科（4年課程）に入学した。
円了は哲学科在学中に多くの関係者と語らい、1884年に哲学会を創設させる。哲学会創設の趣
旨について円了は哲学会雑誌創刊号（1887）に、｢欧州文明の発達は政治、法律、理学、工芸の
進歩｣の基に｢原理原則を論及する哲学｣があり、欧州では競って哲理を講究しているのに対して、
日本で哲学を講究する人が少ないので、日本における哲学の確立を目指すことを唱えた。｢西洋哲
学のみではなく東洋の諸学のなかにある哲学を発揮させて、東西両洋の哲学の調和をはかり、そ
こに新しい哲学を日本において生み出そうとする意欲があった｣［東洋大学 1993: 48］とまと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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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る文は、円了が後に四聖としてソクラテス、カント、釈迦、孔子を選び、その像を哲学堂
（四聖堂。現中野区に建設）に飾り、ほかに次々と独自の意匠設計名称の建物、図書館を建造し
精神的修養公園の体裁を整えていき、開放した。公園は中野区に寄贈されるが、ここで毎年、井
上家代表、東洋大学代表が参加して哲学堂祭が挙行され、現在も継続されている。
東京大学卒業後は文部省への任官を固辞し、浄土真宗本願寺の組織内での活動も、明治維新後
の廃仏潮流の中で仏教を再興するには、仏教組織外で活動するのが効果的だという理由で固辞
し、大学院に進むが、病気で止める。そして1887年に哲学館を開き、哲学を広めるための教育に
傾注する。哲学を学ぶ場は帝国大学内にしかないので、哲学を日本に広めるために哲学館を開設
するのだとした。哲学館は当初、東京大学の隣接地にある寺の一画を借りて始めたが、後に校地
を移して、2度目の移転で小石川区原町（現在の文京区白山5丁目）に落ち着いた。どこも東京大
学から近く、東京大学の教員が哲学館、後の東洋大学の教壇に多く立った。
井上円了の哲学者としての日本哲学史での位置づけは［井上哲次郎 1932］［桑木嚴翼 1943］
［柴田 1997］などを介して窺うことができるが、井上円了著哲学要領（1886）は｢日本人の手
による最初の哲学通史｣｢実践的な観点からの要約が適度に施され、また東洋哲学との対比も所々
に見られ、独創的なものだと言える｣［柴田隆行 1997: 85］という評も見える。
井上円了の活躍は生涯にわたり多面的で、著作中で論じる内容も多岐にわたり、簡潔に要約す
るのは困難であるが、一般には｢妖怪博士｣として知られてきたので、この点に触れる。報告者
は、宗教人類学者、古野清人の授業で｢日本は制度的アニミズム｣という特徴をもつときいた。神
霊がいたるところに宿り、八百万の神々がいると表象する神道的世界観は、現代日本アニメにも
描かれているのであるが、円了は人々の信ずる妖怪現象の多くは心理学等で解明できるものであ
り、日本人の誰しもが哲学的に考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教育を普及せねばならないと考えた。
哲学館は経済力が弱い（学資を払えない）人、時間的余裕に乏しい（数年間の学生生活を維持で
きない）人、外国語力が弱い人にも高等教育の機会を与えるとして、通信教育も始め、円了自身
が全国に講演旅行を展開した。
学内事情もあって、1905年末を以って、井上円了は哲学館主・東洋大学長のポストから潔く退
いた。引退して、円了の活動の舞台はさらに大きくなる。
三浦節夫｢井上円了の朝鮮巡講｣［三浦、2014］があり、論文末に｢朝鮮巡講一覧｣表が付されて
いる。それによると、円了の朝鮮巡講の第1回は1906年に釜山、京城、仁川、平壌まで各地で行
われた。第2回は1918年で、5月24日から7月21日までにおよぶ大講演旅行であった。京城、新義
州、義州、平壌、沙里院、海州、開城、仁川、春川、京城、水原、清州、鳥致院、公州、論山、
江景、黄登、瑞穂面瑞穂里、群山、全州、裡里、金堤、木浦、榮山浦、光州、松汀里、大田、大
邱、浦項、慶州、馬山、鎭海、晋州、釜山、元山、咸興、清津、鏡城、羅南、會寧、長箭の地で
催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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裡里では6月20日に東本願寺布教所と劇場裡里座の2カ所で行われた。裡里には泊まらず、すぐ
金堤に移動した。この年に朴吉眞はまだ4歳で、住所も霊光だったので、直接の関係はなく、後
年、裡里での円了の足跡に関して地元関係者から聞くこと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円了は何を話したのか。日本人相手の回と朝鮮人相手の回に分けることもあった。後者では朝
鮮語通訳を付けたものであろう。この三浦論文に続いて佐藤厚｢井上円了の朝鮮巡講に関する資料
｣［佐藤、2014］で円了の講演内容、円了講演が新聞・雑誌でどう報道されたかの記事を紹介して
いる。
個人的憶説であるが、韓国全土に哲学館・哲学院があり、易術師が人びとの相談にのってい
る。哲学の語は西周がphilosophyの訳語に充てた造語であるというのが語源の定説であるので、
韓国の哲学館・哲学院の名称の由来は、井上円了の説を受け止め、東洋哲学を重視して、易学を
中心に据えたものではないか。

３）柳宗悦
講道館柔道を創始し、日本のオリンピック史の最初に名を遺す嘉納治五郎の甥に柳宗悦（やな
ぎ・むねよし。1889-1961）がいる。彼は1910年に学習院高等科を卒業し、雑誌白樺を創刊、
1913年に東京大学哲学科を卒業した。井上円了の哲学科同窓・後輩にあたる。1914年、千葉県の
手賀沼北岸に転居し、ここに白樺派の文学者、陶芸家たちが集まる。1916年に朝鮮旅行をして、
朝鮮陶磁器を広く深く知る浅川巧と知り合った。柳は美学者として、それまで荒廃していた慶州
の石窟庵、仏国寺の造形美も讃頌した。1919年4月に東洋大学教授に迎えられるが、井上円了は6
月に大連で逝去する。そのひと月前、5月に柳は読売新聞に｢朝鮮人を思ふ｣という記事を連載す
る。これは8月にThe Japan Advertiserに英訳が掲載され、翌年4月12日から18日にわたり東
亜日報に朝鮮語訳が掲載され、注目を集めた。同19日から東亜日報に｢朝鮮の友に贈る書｣の訳
が連載され始めるが、20日に掲載中止となる。
1921年1月に浅川伯教・巧兄弟と｢朝鮮民族美術館｣設立を計画、5月に東京で朝鮮民族美術展
を開いた。1922年5月に著書朝鮮の美術を発行、7月に光化門取り壊し計画に反対する文を書
き、8月24日から28日の東亜日報に｢失はれんとする一朝鮮建築の為に｣の朝鮮語訳が連載され
る。9月に著書朝鮮とその芸術を出版するが、朝鮮総督府により発禁となる。1923年7月に東洋
大学教授を辞め、9月1日に関東大震災を経験する。白樺は終刊し、11月に妻・兼子と｢大震災被
災朝鮮人救済音楽会・講演会｣を朝鮮各地で開く。
こういう柳のいる東洋大学文化学科に朝鮮留学生が多く集まった。柳の名字から朝鮮人教授と
早合点した場合もあったかもしれない。文化学科は1927年に廃科されたが、その流れは文学部哲
学科につながると解された可能性がある。
以上の事前情報源が選択同期に直接間接につながったか、東洋大学の学生募集の広告が当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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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でも行われていたか、家族や知人からアドバイスを受けたか、あれこれまだ調べる余地があ
る。朴吉眞の日記等で東洋大学哲学科選択にいたる経緯が記されていれば、それが第一資料とな
る。あるいはすでに井上円了の思想の何かに注目していて、生前円了に近かった者の多い東洋大
学の哲学科を選択して進んだものであろうか。

3. 朴吉眞の東洋大学在学期間――1937年4月～1941年3月
1）東洋大学予科入学――1937年4月
朴吉眞は1937（昭和12）年3月に培材高等普通学校（京畿道、私立）を卒業し、翌4月に東洋
大学の予科に入学した。当時の｢高等普通学校｣とは朝鮮人生徒の通う男子校を指す名称であっ
た。これは、日本人の通う｢中学校｣と同等の中等教育学校とみなされた。東洋大学学則（昭和10
年改正）第10条第1号に｢中学校卒業者｣があり［東洋大学 1988: 388］、朴吉眞は｢高等普通学校
卒業｣により、東洋大学予科入学資格を満たしているとみなされたであろう。
入学試験に関しては、学則第13条にあるように、志願者数が定員を超過する場合に試験で入学
者を選抜する［東洋大学 1988: 388］、という制度だった。当時の東洋大学予科志願者数につい
て直接知る資料は不明であるが、入学志願者の少ない時代だったので、資料１にみるように定員
に比して現在学生数がきわめて少ない状況から、入学選抜試験はなかったと推測される。

資料１ 学部予科ノ定員並ニ現在学生数――昭和13年1月現在
科別
予科

学 部

定員
員数

現在数

第1学年
240

哲学科
仏教学科
国文学科

360

支那哲学
支那文学科

計

第2学年
28

計
46

4
4
22

4
4
16

1
10
26

9
18
64

4

1

3

8

34

25

40

99

注：横書きに変えるに際して、漢数字をアラビア数字に変更。
出典：［東洋大学 1988：421］

第3学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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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吉眞が予科に入学した1937年4月には文学部に哲学科、仏教学科、国文学科、支那哲学支那
文学科の４学科があった。文学部一学部だけで、他の学部は無い。予科を経て学科に進み、学科
卒業後に続けて学ぶ研究科が用意されていた。予科・学部学科・研究科は大学令により設置され
ていた。
また、大学令でなく、専門学校令による専門部があった。専門部は予科を経る必要がなく、｢中
学校｣卒等で入学資格をみたし、東洋大学専門部には倫理教育科、倫理国漢科、国漢科があった。
3年課程で、その卒業者に対してさらに勉学を続ける機会として、1年課程の専修科も置かれてい
た。専門部卒業生も卒業生名簿に記載されている。
ところで、これほどに学部で学生定員を満たせない場合の大学経営は授業料収入がきわめて少
なく、経営難に直面することが心配される。経営面の会計資料は参照していないが、専門部で学
生をより多く集め、さらに、正規学科生以外に｢学科に欠員のある場合｣、選科生・聴講生を受け
入れた。選科・聴講修了者は卒業生名簿に収載されないので、その数は分からない。
予科は2年制だったが、朴吉眞は予科を1年で修了したらしい。学則に照らしてどのように短期
履修が可能であったか、不明である。試験を受けて予科2年から入れたか、あるいは1年間に2年分
の試験（4回）を受けて合格したのであろうか。この問題については後学による究明を期待する。
予科に開講された科目は修身、国語及漢文、英吉利語、独逸語（随意科目）、歴史、哲学概
説、心理及論理、法制及経済、自然科学、体操（武道及教練。第2学年で武道は随意科目）である
［東洋大学 1993: 386-389］。朴吉眞が予科でどの科目を誰から教わったか、を窺い知る資料
は得ていない。東洋大学人名録から1937年に予科で授業担当者名が絞り出せるのは、次の４人
に限られる。
漢文：近藤正治（こんどう・まさはる）
英吉利語：広井辰太郎（ひろい・たつたろう）
哲学概説：斎藤晌（さいとう・しょう）
法制：高井常太郎（たかい・つねたろう）

２）1938年――哲学科１年
朴吉眞は1938年4月に予科から文学部哲学科に進学した。哲学科では3年間学び、1941（昭和
16）年3月に哲学科を卒業した。これについては朴吉眞の哲学科成績表で明らかである。
哲学科は1929年に開設され、1932年に最初の卒業生を出した。
資料２ 哲学科卒業生数の変遷（朝鮮人名）――1932-1945
1932.3 7人
1933.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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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3 2
1935.3 9
1936.3 6
1937.3 3
1938.3 1
1939.3 4（金三道）
1940.3 3
1941.3 2（朴吉眞（一圓光田）・鄭創（柏谷瑽））
1941.9 ＊臨戦態勢に入り繰り上げ卒業。哲学科に該当者なし。
1941.12 3 ＊繰り上げ卒業
1942.3 6（韓相環（西原辰））
1942.5 ＊修業年限の6か月短縮、入学時期を10月に改める。9月卒業になる。
1943.9 8（金聲弼・朴舜鳳（蘿源舜鳳））
1943.11 14（張萬竜・崔旼洪（山本旼洪））
1944.9 2
1945.9 ＊哲学科に卒業者なし。
注：卒業生名簿から松本が作成。
朴吉眞と鄭瑽
卒業生名簿で同期卒業者は鄭瑽である。卒業生名簿には｢鄭創（柏谷瑽）｣と記載されてい
るが、朝鮮名と創始改名が食い違っており、卒業生名簿作成過程での誤りかと思われる。同期
卒業は朝鮮人2人だけで、日本人はいない。このことは同期入学生が2人だけだったということを
意味しない。同期入学者はもっといたが、中退者、遅れて卒業した人もいた可能性がある。しか
し、鄭瑽は｢日本（人）学生がいない、われわれだけの同級生だった｣［정종 (2006): 95］と書い
ており、入学時も2人だけだったようだ。鄭瑽は卒業までの｢3カ年を1日のように｣2人で過ごした
旨を書いている［정종 (2006): 94］。いずれにせよ、2人は規定通りの最短年数３年で必要な科
目すべての合格点を取り修業した。優秀であった証だろう。生活面を考えると、学業に専念する
条件に恵まれていたとも言えるだろう。
２人の年譜［鄭 2002］［円仏教思想研究院 2006］を比べると、次のことがわかり、興味深
い。鄭瑽は朴吉眞と生年、出生地が霊光である点で同じ。学歴も培材高等普通学校と東洋大学で
同窓。職歴も鄭は1981年から朴吉眞が総長を務める円光大に招かれて、同校人となった。いろい
ろ縁のある間柄である。
朴吉眞と鄭瑽は上で｢出生地が同じ｣と書いたが、郡と邑の違いがあり、普通学校は別々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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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で、幼少時に互いに接触する機会はなかったであろうか。培材高等普通学校では鄭が1929年入
学、1935年卒業。2年遅れて、朴が1931年入学、1937年卒業。２人は学年が離れていたので、同
じ霊光の生まれだと互いに知り合うことはなかったか。これも不明である。朝鮮教育令では高等
普通学校の修業年限を５年と定めていたが、２人の年譜はそれぞれ培材高等普通学校に６年在籍
していたように表記されている。在学中に何かの事情で卒業まで１年延長されたのであろうか。

資料2 朴吉眞と鄭瑽

朴吉眞
鄭瑽

生年月日
1915.3.23
1915.9.22

出生地
霊光郡白岫面
霊光邑道東里

大学教歴
円光大
光州医科大→全南大→東国大
→円光大

没年月日
1986.12.3
2016.2.13

注：松本作成
２人は1981年から再び円光大で顔を合わせるようになり、1987年の東洋大学創立100周年記念
行事を前に、一緒に母校へ久しぶりに行こうと話し合っていたらしい。それが1986年に朴吉眞は
亡くなった。当時、報告者は東洋大学で非公式に頼まれて、韓国の卒業生の連絡先を調べてい
て、経営学部の留学生だった鄭守源（現在釜山東西大学校教授）さんが協力してくれていた。
1987年4月11日付けで、鄭守源さんのもとに鄭瑽先生からの手紙が届いた。朴吉眞先生が亡くな
り、一緒に行けなくなったと書かれていた。守源さんが朴吉眞總長あてに送った手紙の返信だっ
た。同封して東洋大学在学中の写真コピー、何人かの同窓者の記事コピーが含まれていた。残念
ながら、当時のコピーは不鮮明であったので。写真はよく見えない。
記念行事が終わってから、円光大の終講、東洋大学の年末年始休暇が過ぎるのを待って1988年1
月、鄭瑽先生は一人で東洋大学に来校され、報告者とも初めて会った。鄭瑽先生は金賢準の叔父
（金炳奭。東亜日報社員）の娘の婿という関係があり、金賢準遺族から私の訪問を聞き知ってお
られたので、初対面にもかかわらず前からの知り合いのように対された。
鄭瑽先生は予科を経ず、直接哲学科に入学した。鄭先生は1938年に中央仏教専門学校（3年課
程）を卒業している。中央仏教専門学校は東国大の前身で、中央仏教専門学校卒業により、高等
学校高等科卒業と同等で学部入学資格ありとみなされたのであろう。
２人の通った培材高等普通学校は米国宣教師の創立になる学校であり、朴吉眞は仏教環境で
育ってキリスト教系の学校に進学、鄭瑽はそこを卒業してから仏教専門の学校に進学した。この
経歴は、順序は前後しているが、仏門-洋学-仏教-西洋哲学へと東洋思想と西洋思想の両方の間
を行き来した井上円了の学歴と似通っていると言える。培材高等普通学校にいた日本人教員は日
本語教員のみであったという［鄭瑽 1979: 223-224］。
2人が東洋大学哲学科１年に入った時、3年に金三道がいた。金は文学部哲学科の第8期卒業生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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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たる。朝鮮留学生としては同科最初の卒業生である。鄭瑽から送られた写真コピー中に朴吉
眞・鄭瑽・金三道の３人で撮った写真がある。鄭瑽は｢1939.2.25｣と撮影年月日を記している。金
三道の卒業を控えて記念に撮ったものであろう。3人とも詰襟の学生服を着ている。金三道の卒業
後に関する情報はまったくない。
学期・休業期間・授業料
学則により、前学期は4月1日から10月31日、後学期は11月1日より3月31日まで。
｢日曜日、祝日、大祭日、本学記念日｣は定休日とし、春季休業は4月1日から4月7日まで、夏季
休業は7月11日から9月10日まで、冬季休業は12月25日から1月7日まで。
学部授業料は年額100円［東洋大学 1988:408-410］。前年の予科授業料は85円だった。
朴吉眞が受講した科目と担当者
朴吉眞の成績表に各科目の受講学年が併記されているので、以下、学年別に抽出した。一部、
担当者の名字が記載されている科目がある。コロンの後は［東洋大学 1996］を参照して、担当者
のフルネームと読みを記した。担当者名字の記載内科目も、当年の当該科目の担当が明らかな担
当者名を補足してみた。
教練は各学年とも課程上、必修であるが、朴吉眞の成績表に得点記載がない。朝鮮留学生は免
除（除外）されたようである。大学予科・学部とも配属将校が担当する学校教練は私立学校にお
いては任意であったが、教練を受けておくと兵役期間が短縮される特典があった。1943年10月に
徴兵猶予は停止された。朝鮮人に陸軍一般兵に志願が許されたのは1938年、徴兵制が適用される
のは1942年で、2人の卒業後のことである。日本人学生と立場が異なり、教練を受ける必要がな
かった。武器に慣れる訓練をさせないようにしたという見方もある。

哲學特殊講義（大島）：大島正徳（おおしま・まさのり。1880-1947）
哲學演習（大島）（ヒューム）［合格不合格欄空白］：大島正徳
哲學演習（出）（オーゲスチン）：出隆（いで・たかし。1892-1980）
哲學演習（廣池）（バークレー）：広池利三郎（ひろいけ・りさぶろう。1901-1969）
現代獨逸哲學：坂崎侃（さかざき・かん。1894-1965）
東洋哲學史槪説（近代）：井上哲次郎（いのうえ・てつじろう。1856-1944）
西洋哲學史槪説（近代）：出隆
美學槪論：大西克礼（おおにし・よしのり。1888-1959）
社會學槪論：戸田貞三（とだ・ていぞう。1887-1955）
日本哲學：田中義能（たなか・よしとう。187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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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体神道（國体學）：土田誠一（つちだ・せいいち。1887-1945）
佛教學槪論：［担当者未詳］
教練［点数欄空白］
英語：馬場重治；新津米造；広井辰太郎
児童心理：［担当者未詳］
心理學（奥田）：奥田三郎（おくだ・さぶろう。1903-） ＊［東洋大学 1996］では該当記載
がない。
東洋倫理學：中島徳蔵（なかじま・とくぞう。1864-1940）
西洋倫理学：馬場文翁（ばば・ぶんおう。）
最年長の井上哲次郎（1856-1944）は東京大学で井上円了を教えたことがある。朴吉眞が受講
したこの年、井上哲次郎は82歳であった。帝国大学で西洋哲学を教えた最初の教授で、東洋哲学
史編纂も行った。朴吉眞と鄭瑽が後ろに立ち並び、井上哲次郎が前の椅子に腰かけて3人で撮影し
た写真がある。鄭瑽は身長の高い人だったが、朴吉眞はそれより背が高い。2人が共に井上哲次郎
の授業を受けた。授業中、井上は｢日本の文化の発祥地は朝鮮の扶余であるので、扶余を見ずに日
本文化を語るな｣と繰り返し日本人学生に強調したという［鄭瑽 1979: 228］。高齢ながら、井
上は授業中、一度も腰を掛けることなく、教壇の上を行ったり来たり、精力的な授業をしたと鄭
は書いている。
井上哲次郎と井上円了に、現象則実在論（円融実在論）の提唱があるという。これに関する哲
学的論議は［新田義弘 1988］を参照されたい。後述する朴吉眞の卒業論文は題目を｢実在の研究
――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と題しており、井上哲次郎・井上円了の実在論との関係が一つ
の重要な問題として見えてくるが、本稿では内容検討まで立ち入れない。井上哲次郎は6-7年の
ドイツ留学から1890年に帰り、東京大学の西洋哲学史ではドイツ哲学、とくに｢カントとショーペ
ンハウエル｣を講じた、という［井上哲次郎 1932序］。朴吉眞が受けた｢東洋哲学史概説（近代）
｣では、後述の卒業論文に関する個所で扱うように、西洋哲学者として東洋を重視して論じた
ショーペンハウアーの具体的な紹介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いったい、西洋の哲学者がギリシヤ以来の哲学のみを哲学として考えたのがまちがいである。
インドだの支那の哲学も考慮に入れなければならぬ。そこでショーペンハウエル、エドワルト・
フォン・ハルトマン、ニイチェ、ドイッセンのごときは、よほど東洋哲学を考慮に入れたもので
ある。殊にドイッセンのごときは主として東洋哲学を攻究し、その価値を発揮することに努めた
のである。ところが、わが日本は東洋の国でそして多大に支那およびインドの哲学の影響を受け
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支那およびインドの哲学を度外視し、無視し、知らざる真似して、単
に西洋哲学の延長として、その系統にのみ属する考えでゆくのはこれはたして東洋人として公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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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る立場であろうか、どうであろうか。方法論として、その当を得たものであろうか。自分は
けっしてそうは思わない｣［井上哲次郎 1932結論 九 哲学方法論より抜粋］。
鄭瑽は大島正徳（1880-1947）に関して、｢恩師大島教授は終始一貫、私たち韓国人学生を何
よりも人間的に対してくれたまことの哲学者であった｣［鄭瑽

1979:

227］と書いている。当

時、大島は58歳で、｢人間的に対してくれた｣という関係の具体的なイメージを思い浮かべる大島
の語りは紹介されていない。｢大島正徳の生涯と思想｣という論文の中で、大島の特徴の一つとし
て｢自由国際派｣という面が指摘されている［菊川忠夫 1984: 28］。これに関しては、後藤乾一
国際主義の系譜――大島正徳と日本の近代（2005 早稲田大学出版部） 2005］があるが、未見
である。大島は戦前、戦後を通じて著作の多い人で、哲学専門書以外でも、戦前に修身の各種教
科書、敗戦直後にいち早く我が国民性の反省（1945）、デモクラシーと我が国民性（194
6）、デモクラシーの基本概念（1946）、社会生活の基調（1947）などの新しい生き方に関
する本もたくさん書いている。菊川忠夫は、最初の単著世界心・国家心・個人心（1916）から
揺れてなく、戦前戦後の間に｢転向｣もなく、大島は漸進型、体制内改良型であり、井上哲次郎が
国家主義的な強弁をする面があるのと対照的だとしている［菊川忠夫 1984］。
特筆すべきは大島が、1937年8月に世界教育会議（アメリカ・カナダ・スコットランド・イング
ランド・アイルランド・中華民国・日本が主たる構成メンバー）の東京会議事務総長として開催
準備運営にあたった。国外参加者43か国869人、府県・外地（朝鮮・台湾・樺太・南満州・南洋
群島）参加登録者2,409人という大規模な国際会議だった［帝国教育会 1939］。東京帝国大学安
田講堂を主会場としたので、東京大学HPでも挙げている。満洲国からの参加に中華民国が反対し
参加しないという問題もあった。本番は大学の夏季休暇中だったので、担当授業に支障なかった
ろうが、事務総長は事前準備と事後整理に忙殺されたはずである。接待員（主に通訳要員か）だ
けでも全国大学から大学教員が多数動員され、連絡調整は大変だったはずである。東洋大学から
は英語の広井辰太郎の名も見える。大島は留学歴もないのに英会話に堪能であったという。
東京大学で英米哲学を専攻し、東京大学、東洋大学ほかで英米哲学を教えた。朴吉眞が卒業論
文を提出した後に、現代実在論の研究（1943）を著しているが、ウィリアム・ジェームス、
ジョン・デュウィー、新実在論、批判的実在論、英国の実在論の5章からなり、ショーペンハウ
アーは一切言及されていない。
出隆の授業を朴吉眞は3年間にわたり4科目受講した。1年｢哲学演習（オーゲスチン）｣とあるの
は｢アウグスティヌス｣のことであろうか。とすればローマ帝国の哲学者である。3年｢哲学史演習
（アリストテレス）｣ で古代ギリシアの哲学を習った。出 隆は アリストテレス全集 
（1968-1973

岩波書店）の監修を山本光雄とともに担当した。西洋古代哲学の研究者として著

名である一方、デカルト方法省察原理（1919）、ヴィンデルバント哲学とは何ぞや（1920）
などの翻訳もあり、西洋近代哲学もカバーし、英国・ドイツへの留学歴を有し、英米派・ドイ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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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のいずれにも分けがたい。朴吉眞の西洋哲学理解は出隆との関係でどうであろうか。
戸田貞三はアメリカ留学から帰り、日本社会学界に社会調査法を伝え、従前の哲学的社会学か
ら大きく方法を変えた人である。1920年の第1回国勢調査結果をもとに家族構成（1937）とい
う日本社会学史に大きく残る主著を刊行した。この年に朴吉眞は戸田の授業｢社会学概論｣を受け
ていて、戸田の講義がどうであったか、新しい日本家族論を聞いていた可能性は非常に高い。授
業ノートがあれば、現在も見たいという研究者は次々現れるはずである。
一番若い奥田三郎は東京府立松沢病院で精神障害に取り組んだ医師で、戦後の北海道大学で精
神薄弱児教育の礎を築いた。
ほかにも著名な教員が並んでおり、一人一人の研究史の追及は興味深いが、ここでは止めてお
く。

３）1939年――哲学科２年
現代哲学（米國哲學）：大島正徳
現代獨逸哲學：斎藤晌（さいとう・しょう。1898-1989）
哲學演習（英國哲學）：出隆；大島正徳；広池利三郎
敎育史：近藤寿治（こんどう・としじ）
東洋哲學史槪説（古代）：井上哲次郎
西洋哲學史槪説（古代）：出隆
哲學槪論：大島正徳；斎藤晌
宗敎學槪論［合格不合格欄空白］：宇野円空；矢吹慶輝
支那哲學論：
印度哲學：西義雄（にし・よしお。1897-1993）
倫理學概論：中島徳蔵；馬場文翁
教練［点数欄空白］
英語：広井辰太郎（ひろい・たつたろう。）
心理學槪論［合格不合格欄空白］：高島平三郎（たかしま・へいざぶろう。1865-1946）
心理學［槪論 手書きで付記］：高島平三郎
東洋倫理學：鈴木直治（すずき・なおじ。）
西洋倫理学：馬場文翁
鄭瑽写真コピー中の集合写真で大島正徳および斎藤晌と一緒に写っているものが多い。齋藤晌
は宇和島藩の藩校儒学者の出身で漢籍に親しみ、漢詩の著書も出し、スピノザ全集の翻訳もし、
インド哲学の本も書き、SFシリーズの刊行にも関わったという超多彩な学者である。２人と一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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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撮った写真も大島と並び多く、授業を受けた教員のなかではずっと若い方なので、親しく感じ
ていたであろうか。戦後長く活躍したので、連絡は取り合っていたであろうか。
広井辰太郎は英語担当であるが、日本の動物愛護運動史の最初に名を残している［東海林克彦
2009: 98］。朝鮮地方行政学会誌朝鮮地方行政に｢平等と差別観｣を連載寄稿している［朝鮮地
方行政学会 1931 (113): 53-; (114): 52-］。基督教綱要［出版年、出版社不詳］を著して
いる。
高島平三郎は児童学・児童心理学者で師範学校むけの心理学教科書も著わした。中学修身教科
書、農業修身教科書、女子新教育学を編著し、教育心理、応用真理、また医師向けに心理講話、
体育学の教科書なども書いた。

４）1940年――哲学科３年
哲學史演習（出）（アリストテレス）：出隆
教育学概論：吉田熊次（よしだ・くまじ。1874-1964）
宗敎學槪論：宇野円空（うの・えんくう。1885-1949）
教練［点数欄空白］
英語：広井辰太郎
心理學：奥田三郎
創始改名
1940年2月11日に｢朝鮮人ノ氏名変更ニ関スル件｣［日本式に創始改名］が施行された。した
がって、資料2に見えるように、朴・鄭以降の卒業生に、朝鮮名・日本名の併記の場合がある。鄭
瑽の手紙によると、日本名を登録した後も、入学時に作られた学生証の名前は朝鮮名のまま、学
内で呼ばれるのも朝鮮名だったという。資料２に日本名の併記が見られない場合があるのは、創
始改名の申請制だったので、申請しても許可されなかったか、申請しなかった場合であろう。一
般に創始改名については申請を出すよう強制される状況があったともいわれる。
ちなみに｢一圓｣という氏は珍しく、報告者自身は｢一圓｣｢一円｣という方にこれまで会ったこと
がない。日本の姓氏名字（family name）の種類は世界でも一番多い方と言われ、丹羽基二・日本
ユニバック（株）著日本姓氏大辞典（表音編・表記編・解説編の３巻）（1985 角川書店）では
約13万種としています。あまり多くて調べきれないので、後に刊行された別の姓氏事典ではもっ
と多数を集めている。1985年版では｢一圓｣の｢よみ｣に｢イチエン、イチマル、ヒトマル｣という3
種類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現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に｢日本姓氏語源辞典｣
（https://name-power.net /fn/）があり、ここでは｢イチエン、イチマル、カズエン｣の読みと、｢
イチエン｣さんは高知県・静岡県・滋賀県等に推計値200人くらい数えられるという情報が示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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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る。

卒業論文――｢ショペンハウエル｣という人名カタカナ表記を中心に
朴吉眞は大学に進学する前に哲学書を読み漁り、ショーペンハウアーに注目し、｢人間の心性に
関する問題、生活の問題、死後の問題、心と霊に対する問題等を夢中に研究した｣と書いている。
卒業論文の提出期限は12月28日だった［東洋大学

1988:411］。円光大学校校史資料室に保管

されている朴吉眞卒業論文草稿（日本語）の題目は｢實在の研究――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
｣と記されている。縦書原稿用紙にペン書きされている。原稿用紙の左下に｢12，25 幸手屋製｣と
印字されており、12行25字のマスが左右に配されて、1枚600字詰の原稿用紙で126枚が綴られて
いる。マス目を無視して多く文字が書かれていたり、余白に書き足しがあったり、縦線で抹消さ
れている箇所があちこちにあるので、正確な文字数は数えていない。マス目総数は75,600字分で
ある。
報告者は哲学専攻ではないので、この卒論で扱われている｢実在｣論の内容、論旨について検討
することは難しい。ただ、｢ショペンハウエル｣というドイツ哲学者は、報告者も名前だけは｢
ショーペンハウエル｣として知っていた有名な歴史上の人物であり、人名中に長音記号が外されて
いる点にひっかかり、人名表記のされ方について調べてみたら、一つの手がかりを得たように考
える。
朴吉眞は1940年12月に卒業論文を提出した。卒論作成のために参照した可能性のある各種｢哲
学辞典｣では｢ショーペンハウエル｣という表記がほとんどであった。
① 1905 朝永三十郎哲学辞典寶文館 p.159: ショーペンハウエル，アルトゥール
② 1912 大日本百科辞書編輯部編哲学大辞書 索引同文館 p.3084: ショーペンハウエル
③ 1922 宮本和吉等編岩波哲学辞典岩波書店 未見
④ 1923 渡部政盛最新哲学辞典 p.230: ショーペンハウエル
⑤ 1925 現代哲学研究会編現代哲学辞典啓文社 未見
⑥ 1926 大思想エンサイクロペヂア26 哲学辞書春秋社 p.140: ショーペンハウエル
⑦ 1930［1949］伊藤吉之助編岩波哲学小辞典岩波書店 p.651:

Schopenhauer,

Arthur

ショーペンハウエル，アルトゥール（主著“意志及び表象としての世界”）
⑧ 1936 三木清等編現代哲学辞典日本評論社 p.索引47：ショーペンハウエル
しかし、現在の哲学事典では｢ショーペンハウアー｣と表記されている。
⑨ 1971 [1987]哲学事典平凡社 p.725: ショーペンハウアー
⑩ 1998［2004］岩波哲学・思想事典岩波書店 p.795: ショーペンハウアー（意志と表象と
しての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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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述のように井上哲次郎がドイツ留学から帰り｢ショーペンハウエル｣などを紹介した。国立国
会図書館サーチ機能を利用して、｢ショペンハウエル｣｢ショーペンハウエル｣｢ショーペンハウアー
｣｢ショペンハワー｣で検索してみると、｢ショーペンハウエル｣が一番古く表われ、1888年哲学会
雑誌［2(19): 435］に｢雑報 ショーペンハウエルの百年紀｣がある。次に｢ショペンハウエル｣が
古く1895年｢史伝
698-703;

シヨペンハウエルの性行｣（ヨは小文字でない）が哲学雑誌［10(103):

10(104):

787-794］に連載されている。104号で姉崎正治と筆者名が現れる。｢

ショーペンハウアー｣も190年のショーペンハウアーバルタザールグラチアーン処世神訣（玄智
社。訳者未詳）ほか、｢ショペンハワー｣は1922年の金子馬治現代哲学概論（東京堂

1930版も

あり）のみが知れる。
｢ショペンハウエル｣表記の系列で時期を下ると、いろいろあるが、たとえば三宅雄二郎（雪
嶺）の近世哲学史（哲学館講義録 1900;1903）、高橋五郎人生観（1907）などがあり、姉崎
正治（あねさき・まさはる）の以下の翻訳書（全3巻）がある。これはショーペンハウアーの主著
であり、朴吉眞は卒業論文作成にあたり、これを参照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朴吉眞の卒論草
稿のスタイルは、今日の学術論文で求められるスタイルと異なり、引用注、説明注などの注付け
がなかったり、参考文献・引用文献も明示されていなかったりしているので、姉崎訳書を主に参
照したか、は内容を詳しく比較対照して検討してみないと判別しかねる。この作業は後学に委ね
る。

姉崎正治訳
1910 ショペンハウエル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上博文館
1911 ショペンハウエル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中博文館
1920 ショペンハウエル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 下博文館
この訳書下巻の｢翻訳後語｣末文で姉崎は｢ケーベル先生の親切な幇助と、ドイセ先生の不斷の
刺激とを感謝し、この譯が徒労でなかつたといふ自信を以て｣云々と書いており、姉崎の訳業の位
置づけ理解の助けになる。
ケーベル先生とはラファエル・フォン・ケーベル（1848-1932）のことで、明治政府のお雇
い外国人として、1893年から1914年まで東京大学でドイツ哲学、ギリシア哲学、哲学史、美学、
美術史などを教えた。20年間に彼の講義を受けて、後に想い出を書いている例は夏目漱石、三木
清をはじめきわめて多い。学生に非常に愛された先生であった。1893年来日のケーベルには｢
ショーペンハワーとハルトマン等について｣の著述があり、新カント派の学風とは離れているが、
ドイツの学風とギリシア哲学の興味の普及に努めた［桑木厳翼 1943: 46-47］とある。姉崎は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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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大学でケーベルと井上哲次郎からショペンハウエルについて最初の知識を得たであろうか。
ここで姉崎正治がどういう研究者であったかを一瞥する。

姉崎正治について
｢姉崎正治先生年譜略｣［嘲風会 1935: 81-84］より抜粋を基に一部補足して作成。
1873.07.25 京都に出生
25歳のとき結婚。姉崎正治の妻、マス（増子）は井上哲次郎の姪。いったん井上の養女になっ
てから姉崎に嫁いだとされる［高橋原 2008：13］
1900.03（満26歳） 日本を出発
ドイツのキール大学でドイセン教授に就いて研学
1902.01（28歳） 学位請求論文｢現身佛と法身佛｣で文学博士を授与される。
1902.09（29歳） ハンブルグの東洋学界で、Der Sagatha-vagga des Samyutta-nikaya を発
表
1902.10 ロンドンを発つ。パリ、イタリアを経て、12月にインド着。しばらく滞在。ベナレス
で高山樗牛の訃報を受け、帰路につく。
1903.06 帰国
1905（31歳）

帝国大学文科大学に宗教学講座が設置され、姉崎が初代教授になった［高橋原

2008：10］
1913.09（40歳）

2年間ハーヴァード大学で日本文明講座を担当（日本宗教史、宗教と詩、仏

教倫理、仏教各派の思想等を講義）。シカゴ大学（日本仏教）、エール大学（日本美術）等数回
講義。191507 帰国
1918.05（44歳） カリフォルニア大学50年式参列・講義。ドクター・オブ・ローズの学位を授与さ
れる。
1919.03（45歳） パリのコレージュ・ド・フランスで講義。191911 帰国
1919 ストラスブール大学よりドクトル・オノレールの称号を授与される。
1928 フランス政府よりレジオン-ドヌール勲章を授与される。
1930.05（56歳） 宗教学講座創設25周年記念会開催。この機に門下生の嘲風会（嘲風は姉崎の
号）、日本宗教学会設立（姉崎が初代会長）
1934.03（60歳） 東京帝国大学を停年退職。
1934.06 東京帝国大学名誉教授
1949.07.23 死去
姉崎は哲学館（東洋大学の前身）でも講師を担当したことがある。確認できるところ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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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年度｢比較宗教学｣、1899年度｢哲学｣の２回だけなので、朴吉眞の出生前である。朴吉眞の東
洋大学予科・哲学科の在学年度は1937-1940であり、姉崎は東京大学を退職して、名誉教授に
なっていた。
朴吉眞が姉崎に直接会う可能性は、井上哲次郎（1856-1944）の紹介を得れば十分ありえた
のではないか。朴吉眞は井上哲次郎の授業を、上で見たように、哲学科１年で｢東洋哲学史概説
（近代）｣、２年で｢東洋哲学史（古代）｣と２年続けて受けている。朴吉眞・鄭瑽と井上哲次郎の
３人で写真を撮ったこともある。上の姉崎年譜に見えるように、姉崎は井上の養女の婿という関
係で、井上哲次郎からの紹介であれば、姉崎は学部学生でも時間をもうけて面会したであろう。｢
ショペンハウエル｣に関する質問ならば、姉崎は自身が一番精通しているという自負を持ち、他人
に任せはし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ところで、ショーペンハウアーの生没年は1788-1860で、姉崎が誕生する前に亡くなってい
る。姉崎はドイツ留学してキール大学のドイセンに師事した。パウル・ドイセン（ドイッセン）
はインド哲学者であり、ショーペンハウアー研究年鑑を編集し、1911年にショーペンハウアー協
会を創設し、ショーペンハウアーの後継者と称されている。
姉崎は1899年にキール大学教授に着任したばかりのドイセンの下に留学し、インド哲学と
ショーペンハウアー研究の指導を受けた。ドイセンはショーペンハウアー研究の中心にいて、姉
崎はドイセンとの強い関係の中で、ショペンハウエル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を訳出した。ド
イセンの発音が｢ショーペンハウエル｣ではなく、｢ショペンハウエル｣だったろうか。従前の哲学
辞典のどれもが｢ショーペンハウエル｣と表記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ショペンハウエル｣とい
う表記を固守している。
朴吉眞もそうした関係を把握していて、｢ショペンハウエル｣と表記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推察
する。しかし、これはあくまで推察を重ねた結果に過ぎず、卒論草稿の内容と、姉崎訳・ショペ
ンハウエル著 意志と現識としての世界（上・中・下）や、他の姉崎論著との比較考証は、関心
ある方に委ねたい。

５）1941年――哲学科卒業
朴吉眞は3月に鄭瑽と共に東洋大学哲学科を卒業した。円光大学校史資料室所蔵の｢合格証書｣
は以下の文面である。

合格證書
哲學科
朴吉眞
東洋大學學部ニ於テ／大學令第十條ノ學士／試驗ニ合格シタリ仍テ／之ヲ證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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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十六年三月二十五日［途中に校印］
東洋大學長 大倉邦彦［末字にかけて学長印］
大学令第十條は｢学部ニ三年以上在学シ一定ノ試験ヲ受ケ之ニ合格シタル者ハ学士ト称スルコ
トヲ得｣という条文を持つ。学士試験に合格したので、上の学士合格証書でめでたく卒業が認めら
れた。
鄭瑽は卒業後も1年間、日本に残り、12月8日の日米開戦を迎える。4年間に鄭は賀川豊彦（キ
リスト教社会運動家）、野澤富美子（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小説煉瓦女工の作家。これは映画
化もされた）、小倉進平（2人の在学中、東洋大学文学部で｢言語学概論｣担当）、柳宗悦（前述。
元東洋大学教授）などと会っている。柳宗悦の自宅を訪ね、邸宅の前に壮大な朝鮮民族美術館が
建っているのを目にして驚いたことを書いている［鄭瑽 1979］。
その他の教員もほとんど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業績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1902年の｢哲学
館事件｣は中島徳蔵の教育倫理科の試験問題に対して、文部省視学官が国体を危うくするとして、
退職処分を受け、哲学館も廃校の危機に面した。国会・ジャーナリズム、国際的な議論を呼び、
結局、哲学館は存続、中島は復職することになった。

４. 小結
朴吉眞は東洋大学で5年間過ごし、1942年3月に卒業したとしている。予科2年+本科3年でちょ
うど5年で合うのだが、東洋大学の学士試験合格證は1941年3月、卒業生名簿は1941年3月卒業
としているので、本稿では後者に従ったが、本人の手帳、日記、手紙などがあれば、入学年月、
予科から哲学科への進学年月、卒業年月に関する記載を確認できればと考える。
朴吉眞は｢哲学を深く研究するため、東洋大学を選択した｣と書いている［원불교 사상 연구원
2006: 54］。また、入学前から哲学書を読みふけり、とくにショーペンハウアーに注目していた
とも書いている。卒業論文で実在論を扱うが、ショーペンハウアーを中心にと副題を付けた。｢
ショペンハウエル｣と書いているので、姉崎正治の訳書を主に参照したものと推定したが、これも
姉崎の訳書・論文と朴吉眞の卒論の内容を比較検討する作業を期待したい。
３で見たように、東洋大学哲学科にはそれにふさわしい教授陣が集まっていた。仏教学科・支
那哲学支那文学科が別にあったので、インド哲学・中国哲学科目は哲学科では少ししか用意され
ていなかった。ほかに日本について国文学科があった。現代的観点からみると、東洋大学はイス
ラム哲学については弱かった。
幕末の日本は攘夷は数隻の軍艦で欧米列強の軍事力に敵わないと知り、維新開化して産業の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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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化、それを支える科学技術の導入、その基礎となる哲学が肝心と、哲学研究に注力した。欧化
主義一本ではアイデンティティは劣等感を帯びるので、西洋哲学の中に東洋、日本を讃頌するも
のがあるのに着目し、西洋哲学を通して東洋の宗教・思想中に世界に通用、誇れるものを探し出
すことに研究をまい進させ、広く教育する目標を立てた一群がいた。
日中戦争が進行し、朝鮮総督府の治下にあって、東洋大学哲学科を選んだ朴吉眞もその１人で
あったといえよう。太平洋戦争が始まる直前、東京が空襲を受ける前まで東京で本を買うために
食費を切り詰めるが、あちこち旅行には行ったという朴吉眞の思想形成過程については研究余地
が多く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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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교단과 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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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나는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며 돌아섰다. 과연 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특히 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과학과 정치 앞에 무기력한 종교, 세계 인류의 정신사를 이끌어가
지 못하는 종교인이라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난국을 당해서 혼란과 무질서
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지 희비가 교차되었다.1)
-숭산 박길진,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있다 중에서.

전산 종법사는 지난 11월 11일에 개최되었던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교단의 운영체제가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 앞으로 3년, 재가출가가 힘을 모아서 교단체제를 정비해야 한다”2)고 당
부했다. 새로운 정비와 변화의 바람이 필요한 것은 원불교 교단만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찾아온 지방대학의 위기, 인류가 겪고 있는 차별과 소외, 전 지구적 팬데믹까지 변화의
필요를 함의하는 요소들이 많다.
1) 박길진,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있다,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88쪽.
2) 강법진, ｢교단 혁신의 물꼬를 어디로 틀 것인가｣, 한울안신문, 2021. 11. 09.
http://www.hanu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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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교정원장, 수위단 중앙단원, 반백주년기념사업회 회장 등 교단의 요직을 역임할 뿐
아니라 원광대학교 총장으로서 열반에 이를 때까지 줄곧 봉직했던 숭산 박길진. 그가 살았던
때는 지금 못지않은 위기의 시대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을 비롯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국외로는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과 같은 여러 사건들과 더불어 격변의 시대가 흘러갔다.
숭산은 위기와 급변속에서도 담백하고 텅 빈 마음으로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고, 그 가운데
교단과 대학의 중책에 임했다. 소태산의 장남임에도 교단을 세습하지 않았던 그는 평생 청빈하
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한편 숭산 재임 당시에는 원광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했
고 다양한 국외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했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이나 중앙도서관 설치 등 시대
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탄탄히 조성했다. 이를 가능케 했던, 종
교가,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당시 숭산의 경영 마인드의 저변에는 수행자적 면모뿐 아니라 동
서양의 철학을 관통했던 철학가 ·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함께 존재했다.
‘혁신(innovation)’이라는 말이 요즘 교단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어
려움을 ‘모두 함께’ 극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서구식 산업화를 쫓아가며 자본주의의 영
향권 안에서 삶을 영위해온 우리들을 한 번 더 비춰볼 때도 되었다. 전 교단, 아니 전 지구가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지금, 숭산이 우리 곁으로 다시 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그런
다면 그가 생각하는 위기 극복 방안, 인류가 맞닥뜨린 혐오와 소외, 차별에 대한 대응 방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글에서는 위기와 격변의 시대 속에서 교단과 대학을 지켜냈던 숭산과의
만남을 시도해 보려 한다.

Ⅱ. 교단과 대학의 길
1. 위기의 시대
올해 교단은 개정증보판 원불교전서 발간 사태로 인해 홍역을 앓았다. 이 사태를 당하여
그간 누적되어온 문제들과 함께 경전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에 대한 인식의 다름, 대중과 집행
부의 접근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에는 많은 재가출가 교도들이 공감하는 경향이다.
전산 종법사는 올해 10월 5일자 <원불교신문> 인터뷰에서 ‘교단의 중요한 변화들은 반드시
대중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직을 통해서 하는 소통은 아무리 소통을 해도 조직 자체
가 제한돼 있다. 지금은 조직 소통을 넘어서서 대중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단의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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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래를 위한 ‘소통’이라는 화두, 그리고 이 화두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는 보완점들을 재가출
가 교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이여원은 미래 교단 혁신의 최대 화두가 소통이라고 보았다.3) 전상현은 믿음의 회복, 하의
상달(下意上達)을 위한 교단 제도들의 실질적인 운영, 총부 행정을 위한 연구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원경은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대로 교단의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위사정과 원불교 교화에 대해 교화단 기반의 사실적인 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
다.4)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소태산이 밝혀놓은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교단법과 교화단 운영,
법위사정, 행정 체계의 질적 개선 등 기존의 체제를 지키는 방향이 아닌, 근본정신을 지키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는 여정에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
하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교단뿐 아니라 지방대학들도 분기점을 만났다. 신입생 충원을 해내지 못한 대학들 중에는 교
육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어 폐교를 고민하고 수시 입시 중단에 이른 학교도 있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기준을 신입생 충원율과 학생 유치 항목 위주로 하다 보니, 지방대는 자연
히 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다시금 격차의 심
화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주형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의 수도권-지방의 불균형 확대 경향을 거꾸로 뒤집을 정도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5) 이는 곧 ‘지방을 집중적으로 살리자’는 것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특혜들을 역
으로 지방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박맹수는 “지역대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
역과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살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본연의 사명인
데 모든 고등교육의 초점이 수도권, 대형대학, 국립대학에 있다”6)고 하여, 지방대학이 처한 위
기의 원인이 고등교육의 불균형함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 혁신과 소통을 위한 탈중심적 사유
숭산은 원광대학교 전신인 유일학림 초대 학감을 맡은 1946년에 이미 원불교 교정원 교무부
장을 역임하고 있었고, 1948년에는 교정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1951년 원광대학교 초대학장에

3)
4)
5)
6)

이여원, ｢교단 혁신의 핵심 소통｣, 원불교신문, 2021. 11. 15. http://www.wonnews.co.kr/.
전상현 외, ｢지금 교단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광567호, 2021, 122-129쪽.
지주형, ｢지방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 황해문화112호, 2021, 271쪽.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 익산대행진’,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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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후인 1953년에는 원불교 수위단원에도 피선되었다. 이렇게 교단 안팎에서 중책을
동시에 수행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8·15 광복과 6.25 전쟁 등 국가적 격동의 시기이기도 했다.
질곡의 시대에 여러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소태산의 근본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교단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1981년 6월 6일자 <원불교
신보> ‘창간 12주년 기념대담’에서, 숭산은 원불교가 “분명 20세기에 출현한 새 종교이지만 현
재의 기능면을 살펴보면 과거 지향적인 면이 보다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원불교의 존재 의의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종교들 틈에 원불교가 하나 더 끼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7)라며 염려의 기색을 보였다.
숭산이 생각했던 원불교의 존재 의의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는 이 대담에서 기성종
교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정전과 대종경을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 읽어야 하며, 그 새로
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숭산에게 ‘새로운 정신’은 어떤
것일까? 숭산이 이어가고자 했던 소태산의 ‘새로운 정신’은 또 어떤 것일까? 숭산이 본 소태산
은 혁신불교로서 원불교를 창시하기도 했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였다. 이
는 1975년 8월 원불교사상연구원 운영위원 연수에서 있었던 숭산의 회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대학을 졸업하기 1년 전에 벌써 ｢불교전수학원｣ 원장 사령장
을 보내왔다. 대종사님은 새로운 현대식 교육기관 설립을 얼마나 급하게 생각하셨던지 어서 와
서 ｢불교전수학원｣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이었다. …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또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해야지 과거의 선원, 강원식은 안 되므로 이걸 네가 맡아
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8)

소태산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움’을 추구했던 것은 물질과 정신, 체(體)와 용(用), 동(動)
과 정(靜), 영(靈)과 육(肉), 이(理)와 사(事) 간의 병행9)을 지향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숭
산은 ｢소태산의 종교관｣를 저술하며 소태산의 개교표어를 설명했는데, ‘동정일여’에 대해서는

7) 박길진, 一圓相과 人間의 關係,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499쪽.
8) 이주연 · 김영두, ｢숭산 박길진 총장을 모 시고: 1975년 8월 12-14일/유성, 화양계곡｣, 원불교사상과 종
교문화89집, 2021, 564쪽.
9) ‘병행’이라는 용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이사병행’, ‘삼학병진’, ‘내외겸전’, ‘영
육쌍전’, ‘동정일여’와 같이 조금씩 차이를 지닌 근접 용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민의 견해를 참조하면
‘병행’은 적정 시너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병진’은 시너지를 통해서 요소가 살아나는 것, ‘겸전’은 구
분하되 겸하여 완전한 것, ‘쌍전’은 원래 둘로 나눌 수 없이 완전한 것, ‘일여’는 나뉠 수 없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아니며 ‘병행’이 가장 포괄적
이라고 판단되어, ‘병행’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정민, ｢소태산영화제의 특화 및 메 타버스의
연계 방안｣, 원불교사상연구원 제246차 월례연구발표회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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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동하지 못하는 정이라면 무용지물’인 데다 ‘세간사를 초세간(超世間)의 심경으로 해나갈’
것과 ‘이속적(離俗的)인 수행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영육쌍전’에 관련해서는 ‘영육의 생활을 더욱 원만하게 병진’하는 데 소태산의
본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10)
그는 소태산의 개교표어를 연구하는 동안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의 병행에 많은 관
심을 가졌던 걸로 보이는데, 그 자신도 ‘불법이란 무엇이냐고 단적으로 묻고 답한다면 섰다, 간
다, 묵언 등은 체(體)요, 걸어가고 땅을 파고, 일하는 것 등은 용(用)이다. 그러나 둘이 아니
다. 체용불이(體用不二)’11), ‘모든 원불교는 세간에 있으면서 곧 출세간의 공부를 하자는
것’12)이라고 하여 ‘병행’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목표로 한 서구식 산업화, 경제성장을 향해 달려왔고, 그래서 근대화가
기반으로 하는 정신 · 물질 이원론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해 왔다. 이러한
정신과 물질의 이원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서구중심주의는 ‘서구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것,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나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이 지적하듯 ‘순수한 문화란 없다’. 모랭은 서구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는 전체주의가 모
든 정치적 복수성, 모든 사회적 갈등성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고, 적대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대
화기능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전체주의는 정상에 ‘일체의’ 단일성을 정립한다.13) 이
러한 서구중심주의의 이분법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비서구, 자연, 그리고 여성과 같은 존재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 아래 주변부로 밀려나왔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단순히 ‘집중’과 ‘분산’이라는 배치의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근대성의
원리가 낳은 중요한 사회적 불평등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14) 서구중심주의 현상에 문
화, 예술, 경제, 교육, 행정의 중심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대입해서 보면,
지방대학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이로 인해 경제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이 더딘 것도
일종의 ‘수도권 중심주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것 vs 특수하고 영
성적인 것’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 아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함으로써 불균형한 발전이 이
어지고 있다. 아니, ‘서양’과 ‘동양’은 사회적 실재라기보다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고 비판했던
조지형의 비판15)을 고려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용어에도 언어적 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지방에 대한 이원화가 고착화되어 온 것이다.
근래에 원불교 교단에서도 혁신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들, 즉 집행부와 대중 간의 활발

10)
11)
12)
13)
14)
15)

박길진, ｢소태산의 종교관｣, 원불교사상2집, 1977, 173-182쪽.
박길진, 대종경해의,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61쪽.
박길진, 앞의 책, 26쪽.
에드가 모 랭, 유럽을 생각한다, 임문영 역, 문예출판사, 1995, 238-242쪽.
이상봉, ｢한국사회 중앙: 지방 불평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 로컬리 티 인문학20집, 2018, 105쪽.
조지형 외, 지구사의 도전, 서해문집, 2010,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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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통, 실질적인 법규의 마련, 행정시스템 및 현장을 위한 정책의 보완 같은 문제들도 기존
에 형성되어 온 법규와 시스템, 방식에 대한 중심화 현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즉 ‘탈중심
적’ 변화라 할 수 있다. ‘탈중심적’인 것은 곧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추
구하는 것, 전체성과 단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탈중심’적 사유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중심과 주변부의 해체, 이분법적 사고의
지양을 주장했던 사조들에서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리좀
(rhizome)’16) 개념 같은 경우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과의 접속이 가능하다거나 내부와 외
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다고 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다의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
시한다. 또는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분자혁명’은 소수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야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고 보는, 말하자면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서 탈영토화하려는 욕망의 강렬
한 힘에 기반’17)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이렇게 탈중심적 사유는 정형화된 단일함이 아닌 새로
움과 다양성을 지향하며, 유기적 · 혼종적 · 탈경계적인 성격을 띤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원불교 여자정화단에서 여성교역자 정복을 양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
행했던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탈중심화 현상에 속한다. 기존의 여성교역자 정복은 전통 한복
복식이었기 때문에 여성교역자의 활동에 제약이 있음은 물론이고, 교화에도 상당부분 지장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자정화단은 ‘여자정화단 총단회’를 통해 다양한 정복 디자인을 선보인 다
음, 정화단원들의 투표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요즘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을 수위단회에 제안했
으며, 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정복 변경을 한 바 있다. ‘정녀’의 ‘상징’과 같이 존
재해온-그러나 여성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녀제도의 대표이미지로 자리매김해 온-정복을 향
한 중심화를 극복하고, 시대와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은 정녀의 상징성이나 젠더 이분
법에 대한 일종의 탈중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숭산이 주목했던 ‘병행’하는 종교로서 원불교, 생활종교로서의 원불교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
화를 ‘지양’한다. 그리고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대응, 즉 탈근대적 사유방식과 근접하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를 생각해 보건대 ‘물질개벽이 “새로운 물질세계를 연다”
는 의미에서 서구 근대문명을 상징한다면, 정신개벽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연다는 의미에서 그
것에 대한 주체적 대응’18)이기 때문이다.19)
숭산이 원광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지덕겸수 도의실천(智德兼修 道義實踐)’으로 정하여 지성
16) 수목 형 나무가 아닌 뿌리 식물, 덩굴식물을 가리 킨다.
17) 신승철, 펠릭 스 가타리 의 생태철학, 그물코, 2011, 56쪽.
18) 조성환, 한국 근대의 탄생, 모 시는사람들, 2018, 140쪽.
19) 물론 개교표어가 ‘어구의 구조상 물질과 정신의 이원적 분립 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고, 내부적인 내용에
서도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분리 를 담고’ 있다는 김도공의 논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불교는
‘물심일여’의 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 관점으로 탈근대 사유방식과 그 사상적 흐름 을 같이 해야 한다
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김도공, ｢원불교 교의해석의 근대성 극복 문제(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1
집, 2009,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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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덕성의 겸비, 그리고 도덕과 정의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추구했던 것도 이성과 감성을 이원
화하는 근대적 교육이 아닌 지성과 덕성을 병행하는 교육, 즉 탈근대적 · 탈중심적 교육을 지
향했음을 의미한다. 1978년 9월 2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는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비료만 주면 된다는 지육(知育) 편중이 문제가 됩니다. 과일나무를 제대로 가꾸려면 비료도 줘
야지 제초도 해주고 가지도 쳐주고 때로는 접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니 덕육(德育)에 더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숭산은 지육(知育)에 편중되지
않은 교육, 즉 지와 덕을 고루 겸비하는 교육을 추구했다.
그는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성과 속,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이원화하
지 않고 탈중심적 방식을 추구했다. 혹 들뢰즈의 ‘리좀’이 허용하는 이질성-그 어떤 것과의 새
로운 접속도 허용하는 리좀의 특징-이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숭산의 사유법은 이질성
과 다양성을 탈중심적으로 포용하는 동시에 ‘일원’이라는 통일성을 근간으로 했다고 여겨지며,
이 점이 탈중심적 사상가로서 숭산이 지녔던 특수성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사상이 좋으면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따르는
것이다. 나는 모두가 이 교단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한
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철학적 이론에도 ‘강파’,
‘연파’가 있다. 성격이 연한 사람은 기도도 드리고 하며 사는 것이고, 강파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아가면 된다고 보고 나아간다.20)

우리가 늘 목도하는 삼라만상 즉 식물, 동물, 인간, 물질,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한 기운, 한
원리, 한 생명, 한 진리가 들어서 존재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21)

모두 교단 구성원이 될 필요 없다고 보았던 숭산은 탈중심적이면서도, 이 탈중심적 사유를
일원의 진리에 합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철학’만이 아닌 ‘철학적 종교’에 대한 그의 신
념이 기저에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 보인다. 류병덕이 제시했던 ‘순정철학과 철학적 종교의
차이점’에 따르면, 철학은 절대적 실재를 추구하는데 있어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나, 철
학적 종교는 절대적 실재에 대한 실감을 일상 속에서 지속하며 현실의 이상화에 임하게 된
다.22) 단순히 철학자만이 아닌 철학적 종교가였던 숭산은 ‘실천하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늘
지켰고, 그래서 탈중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교단과 대학 운영을 전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 이주연· 김영두, 앞의 글, 564쪽.
21) 박길진, ｢一圓相에 대하여｣, 원광57호, 1967, 12쪽.
22)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77,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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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심(無心)의 수행
이때 ‘실천’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숭산의 一圓相과 人間의 關係에
서는 ｢참 나를 찾으라｣, ｢心田啓發｣, ｢마음의 平定｣, ｢人性과 修養｣ 같이 마음, 또는 수양을 주
제로 하는 숭산의 글이 주로 눈에 띈다. 특히 ‘교육자나 지도자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깊은 수
양력에 의한 인격적인 감화력으로써 지도와 교육의 성과를 얻어야 한다.’23)고 하여, 수양은 종
교인의 근본이자 기본임을 강조했던 점은 철학적 종교가로서의 신념을 중시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숭산의 수양은, 조성환의 견해를 빌려 말하자면, 장자(莊子)의 허심(虛心)을 기르는
훈련24)과도 같았다. 허심, 즉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는 것을 말한다. 대산이 정신수양에 대해 설명하며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라고 했는데, 이도
장자의 허심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실제로 숭산은 평소 마음을 비우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
다. 그래서 그는 ‘진즉에 죽을 준비를 다 해왔’고, ‘재물이건 인연이건 애착 집착이라는 건 내
마음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25)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수양이 학창시절 쇼펜하우어 사상에 심취했던 데서 전환점을 맞이했
다고 보았다. 이는 ‘우주의 본체(성품)을 동물, 식물, 광물에 통하고 있는 의지력으로 보고 있
다. 이 영향인지 모두들 <경계>를 이야기 하는데 나는 웬만한 것은 경계로 생각되지 않았다
.’26)는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주의 본체’를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우주만유의 본원인 일원에 해당될 것이다. 숭산은 일원의 진리를 쇼펜하우어를 통해 깊이 인식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만물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숭산에 있어
이 포용력의 다른 이름은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비우는 무심(無心)27)의 심경이기도 했
다.
숭산 : 저보고 요새 무능하다고들 야단입니다.
종법사 : 어지러운 세태일수록 무능해야 한다. 능하면 상대만 되어 시끄럽다... 만능(萬能), 만
지(萬智), 만덕(萬德)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무능(無能), 무지(無智), 무덕(無德)을 해야 참으
로 큰 실력자이다.28)

23) 박길진, 앞의 책, 1985, 166쪽.
24) 조성환, ｢나에게 주어진 새길: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 숭산 박길진의 일본 유학과 대학 경영｣, <성산기
획>(웹진), 2021. 10. 26, http://sungsan.info/aboutus/column/.
25) 이주연⋅김영두, 앞의 글, 561-562쪽
26) 백지명 , ｢한결 같이 받들어 믿는 자세｣, 원광65호, 1970, 69쪽.
27) “無心을 가져야 한다. 우리 마 음은 모 든 일을 대할 때마 다 미워하는 마 음, 사랑하는 마 음, 기쁜 마 음, 슬
픈 마 음이 생겨난다...갖가지로 일어나는 마 음을 그때 그때 잊어버림 으로써 마 음을 깨끗이 간직한다면 괴
로움이 없는 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길진, ｢극락생활의 길｣, 院報3호, 1979, 1쪽.
28) 대산종사수필법문편찬회 편, 대산종사 수필법문집2권, 원불교출판사, 2020,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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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원기 65년) 당시 종법사였던 대산을 알현, 대학 전반의 문제에 대해 감정을 받던 당
시의 기록이다. 대산의 당부에 힘입어서였을까? 특정 이념이나 입장에 대한 고착 없이 더욱 병
행을 통한 탈중심적 포용을 추구했던 철학적 종교가, 숭산은 텅 빈 마음을 근본으로 한 무능
(無能), 무지(無智), 무덕(無德)을 지향했다고 보인다. 교단과 대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어느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두루 포용하는 방식을 택했던 숭산의 탈중심적 관점,
그리고 그 기저의 ‘빈 마음’은 활발한 소통을 필요로 하는 현 교단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유의
미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지역과 지구의 길
1. 혐오의 시대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성, 성소수자, 노인, 난민, 인종, 민족 등 혐오의
대상은 다양하다. 혐오는 단순히 특정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격과 배제를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사 너스바움(Martha Nussbaum)의 견해에 따르면, 이
혐오 현상은 불결하고 역겨운 무언가가 자신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표상
된다. 혐오시설이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혐오는 자신을 평가절하 시
킨다고 여겨지는 냄새나 형상, 행위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된다.
혐오는 대상을 임의로 의미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또는 대상을 신체화하거나 폭력적 표
현에 수렴시키려는 타자화 현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
제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29)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혐오를
발생시키는 것은 특수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혐오표현에서 혐오는 주
로 시작되며, 이로부터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이 시민으
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조건’을 파괴한다.30)
여성혐오를 연구한 이주연은 남성에 대립되는 이원론적 존재로 여성을 타자화 하는 것이 아
닌 그 누구도 자신에게로 동화시키거나 변모시키고 해석할 수 없는 존재, 즉 완전무결한 진리
의 단면인 ‘일원’으로 여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31)고 보기도 했다. 사실 이 점은 여성혐오뿐
29) 서영준, ｢文대통령 "차별·혐오 등 새로운 과제 국가인권위 중심 해결"｣, 파이낸셜뉴스, 2021. 11. 25.
https://www.fnnews.com/
30) 홍성수, 말 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0쪽.
31) 이주연,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제언: 레비나스 타자철학과 원불교 여성관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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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혐오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슬람 포비아(Islam phobia)나 제주 예맨 난
민 사태 같이 특정 종교와 국가, 민족에 대한 혐오도 대상을 위협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존재로
의미화 하는 데서 비롯된 타자화 현상이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소수자의 공존의 조건을 삭제
시킨다.
혐오는 공존이 아닌 차별과 소외로 이어진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4대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화
和요 기도회’를 열었다.32)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존엄성을 존중받
아야 하는 존재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을 종교적 이념의
측면에서도 관망할 수 없기 때문에서다.

2. 타자화 극복을 위한 은(恩)의 정서
‘일원상의 진리’에서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자 ‘제불 제성의 심인’ 모두가 ‘일원’이라고 설명
함으로써 혐오나 차별, 소외의 불합리성을 뒷받침한다. 숭산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 ‘현재 인
간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凡聖’33)이라고 하여 ‘처처불상’의 이치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범신론적인 해석으로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는 저 멀리에 초연해 있지 않다’는
틀34)을 기반으로 화두를 연마할 것을 권했던 점을 보건대, 숭산은 현실,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실재에서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 했음을, 내 앞의 존재를 부처로 인식하고 모시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송천은은 숭산에 있어 어느 하나의 해석이나 전통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아
니고, 실재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고 보았다.35) 숭산이 동양대 학사학위 논문을 통해 천착했던
쇼펜하우어의 실재관(實在觀)은 이성의 절대화로 치닫는 근대철학을 비판하는 새로운 철학적
조류인 생철학(生哲學)의 사유에서 비롯된다. 숭산이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던 것은 쇼펜하우어
가 기존의 훈고학적 접근이나 개념적 서술 중심의 학문적 태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
다.36) 숭산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진실재’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것은 결코 상대와 대립하는 매개 없는 이른바 포월적(包越的) 전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종교문화85집, 2020, 174쪽.
32) 차별금지법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성별이나 인종, 장애여부, 성적지
향 등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불합리 한 차별을 하거나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 우리 나
라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중이다.
33)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논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56쪽.
34) 위의 책, 363쪽.
35) 송천은, ｢숭산 박광전종사의 종교관｣, 원불교학10집, 2018, 184쪽.
36) 박윤철, ｢숭산 박길진 종사의 ‘일원철학’의 연원｣, 원광547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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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유일신론(唯一神論)도 아니고 전체주의(全體主義)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많으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많음에 통하는 대자재(大自在)한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불성과도 비슷
하고, 스피노자의 신과도 비슷하다.37)

숭산에게 ‘실재’는 곧 ‘일원’이었다. 허석이 밝혔듯이, 숭산은 소태산의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법문으로부터 일원의 진리가 곧 우주의 실재라는 내용을 자신의 연구주제로 삼게 되었
을 것이다.38) ‘많으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많음에 통하는 대자재(大自在)’의 이치에 따라
우주만유를 일원, 불성, 신 그 자체로서의 실재로 직시하는 숭산의 관점은 대상을 공경의 대상
이 아닌 특정 의미에 수렴시키는 혐오현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숭산이 문제점을 인식했던 서구 근대철학은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이성의
우위를 주장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천착했던 생철학은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이
었다. 숭산이 서구 근대철학이 아닌 쇼펜하우어의 생철학을 연구 주제로 삼았던 것은, 한편으
로 일원의 진리가 이성을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혐오는 대상을 타자화 하는 데서 비롯된다. 혐오를 하지 말자는 것, 즉 타
자화를 지양하자는 것은, 비유컨대 마르틴 부버(Martin Buber)가 ‘나-그것’의 존재방식을 넘
어 ‘나-너’의 존재방식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때 대상을 ‘그것’이 아닌 ‘신’으로서의 ‘너’
로 보자는 것과 도 같다. 또는 한용운의 ‘나-너’ 존재론이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도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했다거나 이규보가 인간과 사물의 상의(相依) · 상생(相生) 관계를 강조하며 펼쳐
냈던 특유의 ‘님학’39)과 그 지향성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숭산이 한계점을 인식했던 서구 근대철학은 개별성보다 전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와 계몽주의를 양산했다. 이는 인종차별과 식민정책, 그리고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이어졌고, 인
류를 전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 과정의 기저에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구분이 있었다.
헤겔(G.W.F Hegel)이 주장했던 ‘절대정신’도 서구의 백인들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는 동양은
이성이 아닌 자연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체된 역사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곳으로 인식했었다. 이렇게 정신을 자연과 육체의 우위에 두는 사유법은 대상을
외재적 존재가 아닌 도구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양산했다. 따라서 ‘나’와 ‘너’의 만남, 또는 ‘나’
와 ‘님’의 만남을 주선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대상을 도구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곧 혐오와
차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숭산이 주목했던 쇼펜하우어의 생철학, 이 생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진실재’는 숭산을 통해
‘은(恩)’으로 설명된다. 그는 학사학위 논문에서 ‘진실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恩)으로 나타난
37) 朴吉眞, ｢実在の研究: ショーペンハウアーを中心に｣, 日本 東洋大學 學士論文, 1941, 37쪽.
38) 허석,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一圓思想)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85집, 2020, 136쪽.
39) 조성환 · 허남진,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의 모 색｣, 종교교육학연구66집, 2021, 6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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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하며, ‘이 은으로 설명해야지만 현대를 구할 수 있는 처방전(處方箋)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 후 천지 · 부모 · 동포 · 법률의 네 가지 은에 보답함으로써 낙원이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한다.40) 그에게 ‘진실재로서의 은(恩)’은 일체만물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숭산은 1967년 원광에 글을 기고하면서도 ‘우주의 성신의 현상이나 주야의 변천,
춘하 추동의 변화가 어떠한 진리가 들어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우주만물에 하나의
진실재가 관통해 있음을 밝히고, ‘한 떨기의 꽃 속에서도 신이 웃음을 웃고 계신다.’고 말하며
카가와 도요히꼬와의 만남41)을 회고했다.42) 이규보가 만물의 상호성에 관심을 가져 제비나
쥐, 벼루와 책상 같은 무생물에게까지 느꼈던 연민과 공감의 정서를 ‘님’의 정서라고 표현한다
면43), 숭산이 한 떨기 꽃으로부터 느꼈을 정서는 궁극적 실재인 일원의 발현을 향한 ‘은(恩)’
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불공의 실천
‘어린아이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중심의 교육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른중심도 되어야 하고, 노인중심도 되어
야 하고, 여자중심도 되어야하고 다 똑같아야지.44)

숭산에 비해 1년 먼저 태어나 동시대를 살았던 대산 김대거(大山 金大擧, 1914~1998) 또한
비슷한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대산은 ‘온 인류와 일체생령과 만물을 부처로 보고 모신다.’45)라
고 하여 만물을 부처로서 공경할 것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는 도와 덕을 갖추는 사람을 가리
켜 ‘천하고, 귀하고,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으니 그 사람이 되어야’46)한다고 하여 누구나 도와
덕을 겸비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밝혔다. 또한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세계에 위대한
여자의 힘이 없으면 가정, 국가, 세계의 질이 저하된다.’47)고 하여 여성의 지위와 가능성을 염
두에 두었던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혐오현상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대상을 부처의 현현(顯現)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
40) 朴吉眞, 앞의 논문, 46-48쪽.
41) 그가 동경대 유학시절에 카가와 도요히꼬를 대면 하며 받은 영향은 숭산의 사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神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신데 그 神이 어딘가는 계실 것입니다. 제게 지금 그 神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런 후 정원수의 나뭇잎 하나를 따서 나에게 주고는 “이게
神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神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다. 性理소식으로 받아들였
던 것이다. 박길진, 앞의 책, 2006, 63쪽.
42) 박길진, 앞의 글, 1967, 12-16쪽.
43) 조성환 · 허남진, 앞의 논문, 64-65쪽.
44) 숭산 박길진 KBS 출연 대담 녹취록, 4쪽.
45) 대산종사수필법문편찬회 편, 대산종사 수필법문집1, 원불교출판사, 2020, 594쪽.
46) 위의 책, 1045쪽.
47) 위의 책, 10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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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우리가 단 하나의 진정한 길이라고 선언한 그것이
사실은 유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48)이다. 이 지적은 곧 개별성이 아
닌 전체성을 추구하는 데서 혐오가 움트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
면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49)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대표적 사례는 나치주의자들의 반유대주의였다. 나치가 선동한 독일 정체성은 독일이라는 하나
의 사회적 육체에서 유대인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었다.50)
생태신학자 샐리 멕페이그(Sallie McFague)는 ‘형이상학적 그리스도론’으로의 전환으로 이
반(反)유대주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이상학적 그리스도론은 우리 곁의 자연을 ‘하나님’
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시킨다. 멕페이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와 도롱뇽붙이, 블랙홀과 코끼
리, 거대한 삼나무와 공룡과 같은 창조물의 모든 작은 편린들까지 ‘하나님’의 힘과 사랑에 포함
된다.51)
여기에서 형이상학적 그리스도론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미치는 범위를 우주 만
물로 확장한다는 셈이다. 이러한 범위 확장을 원불교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처처불상’일 것이
다. 서구적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이 아닌 인간, 여성이 아닌 남성,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자 중
심의 산업문명이 발달했고, 그러는 동안 ‘주변부’로 인식되는 존재들, 단일함과 전체성이 적용
되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생겨났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방책은 숭산이 한 떨기 꽃에
서 발견했던 불성, 도요히꼬가 정원수 나뭇잎을 가리켜 표현했던 신, 이규보의 ‘님’의 정서 같
이 만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아, 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을 없앴느냐
그리고 저 새싹과 같은 기운찬 眞理의 움이 트느냐
너에게 그 미워하는 마음
저만을 위하려는 마음을 없애고
저 한 풀잎까지라도 和할만한
봄 기운과 같은 따뜻한 사랑이 있느냐52)
-박길진의 ｢新春｣ 중에서

숭산은 만물을 향한 ‘사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를 동양대학 유학 시절에 썼다
는 점을 참작하건대, 그가 유학과정에서 천착했던 진실재, 이 진실재가 현실적으로 발현되었을
때의 상태로서의 ‘은(恩)’에 대한 정서를 그는 달리 ‘사랑’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 시가 수록
48)
49)
50)
51)
52)

데릭 젠슨, 문명 과 혐오, 이현정 역, 아고라, 2020, 272쪽.
아르 준 아파두라이, 소수에 대한 두려움, 장희권 역, 에코리 브르 , 2011, 73쪽.
위의 책, 81쪽.
샐리 멕 페이그, 풍성한 생명 , 장윤재 · 장양미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252-253쪽.
박길진, ｢新春｣, 회보56, 불법연구회, 1939,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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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같은 해 5월, 앞서 발간된 회보 54호의 ‘요언’에 ‘우주만생은 사랑으로써 반겨하고 고
해중생은 불쌍함으로써 제도하자’라는 언급이 있는데, 숭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에 대한 ‘사
랑’을 강조한 점이 흥미롭다.
어쨌든 그만큼 그에게 궁극적 진실재로서의 일원, 그리고 이 일원의 드러남인 ‘은(恩)’은 사
유와 실천의 큰 폭을 차지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숭산에게 일원의 진리는 만물을 향한 사랑으
로도 발현된 셈이다. 열반 전날 그가 남긴 유촉에는 “일원사상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포용
하고 살려 쓰는 것”53)이란 당부가 있었다. 그의 포용력은 생전 평소 불공의 실천으로 나타났
다.
제가 업무 관계로 결재를 하려 들어가면 숭산님께서는 앉으셨다가도 일어나서 맞아 주셨습니
다.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공경하시는 자세로 임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모시라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압니다.54)

‘한 풀잎’, 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불공의 자세를 보여주었던 숭산은 ‘사랑’
과 ‘포용’의 실천가이기도 했다. 소수를 배제시키지 않고 누구나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공존과 조화의 물꼬를 텄던 숭산의 실천은 혐오와 소외의 시대에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Ⅳ. 맺 음말
숭산은 평생 정확한 시간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소소한 일
과와 약속에 곧 도(道)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만물을 부처로 보았던 그의 신
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숭산에게 부처나 도(道)는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 일
상의 평범함에서 궁극적 실재를 발견했던 것은 그가 평소 수행에 부단히 공을 들였던 것은 물
론이거니와, 쇼펜하우어 철학을 비롯해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두루 다루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던 순간들이 축적된 결과였다. 특히 숭산은 사견을 고집하지 않는 초연한 심성을 추구했는
데, 여기에는 쇼펜하우어를 탐구하며 얻은 자각도 작용한 바 있다. 특정 입장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단과 대학의 모든 상황을 포용력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물질과 정신, 동과 정, 이와 사 같이 어떻게 보면 이원적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병행하는 방식을 추구했던 걸로 보인다. 생활 · 물질 · 현실적인 부분
과 정신 · 이치 · 영성적인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데 관심
53) 박길진, 앞의 책, 2006, 288쪽.
54) 박길진, 앞의 책, 2006,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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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던 그는, 어디까지나 생활종교로서의 원불교를 지향했던 소태산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
승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구식 근대화는 단일함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이성중심주의를 양산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권 안에 있어 왔다. ‘혁신’과 ‘소통’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교단, 그리고 수도권 중심
주의의 극복이 필요한 대학을 생각했을 때, 병행하는 종교를 지향했던 숭산의 관점은 이질성과
다양성을 두루 포용하는 탈중심적 인물이었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철학자만이 아닌 철학적
종교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까닭에 그의 탈중심적 관점은 일원의 진리에 합치되었으며, 그 기
저에는 한결같이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행자로서의 면모가 존재했다. 지금 못지않은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숭산의 시선은 모두를 부처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전 지구적 혐오와 소외의 시
대를 살아가는 현 인류에게 던지는 숭산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우리가 현재와 같이 온갖 부정, 투쟁, 분노, 利慾, 害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본래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진 아름다운 인간이며 한 형제인 줄을 안다면 서로 미워하고, 해하려 하고, 자기만 잘 살려
하는 마음은 없어질 것이며 세상은 평화로운 이상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55)

55) 박길진, 앞의 책, 1985, 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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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오늘날 원광대는 13개 단과대학에 66개의 학부, 재학생 21,569명(2000년 정보공시기준)이
며,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8개, 부설연구기관이 83개이며,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50여 개 대학들과 교류하고 있는 초 매머드급 사립종합대학이다. 건학정신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
사회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한다. 이러한 원광대의 건학정신은 원광대가 원
불교의 3대 목표사업인 ‘교화, 교육, 자선’ 중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을 반영하며, 이
러한 세가지 건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술탐구, 덕성함양, 사회봉사 등 3가지 교육목표를
추구한다. 학술탐구는 학술이론의 창의적 연구, 응용ㆍ실용능력 배양, 국제화ㆍ정보화 능력 육
성,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추구하며, 덕성함양은 도덕적 품성수련, 지도적 인격도
야,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사회봉사는 보은의 생활화, 사회정의 실현, 인류공동체 의식 확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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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광대학교의 발전은 1946년 유일학림의 설치, 1951년 원광초급대학 인가, 1953년
4년제 대학으로 발전, 1971년 종합대학교의 개편과정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이러한 원광대학
교의 성장과정의 핵심인물이 숭산 박길진이다. 그는 1946년 2월 유일학림의 교감으로 시작하
여 1951년 대학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원불교 교도나 학부모, 학생, 동문, 시민들의 도움으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이곳을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원광대학교가 개벽을 이루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원광대학교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서 박길진 총장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광대가 원불교 교단에 의해서 성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단과 대학 양
자의 지지를 통해 학교가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본고는 논문작성을 위해 원광대
학교 발전에 관해서는 주로 원광대학교 40년사(1946-1986)1)를 참조하였고, 숭산 박길진
총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1985년 간행된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2) 1994년 간행된 박길진, 
봉황과 더불어1(숭산박길진 총장 문집)3)과 봉황과 더불어2(문산김삼룡 총장 문집),4) 개교
50년에 나온 숭산논집,5) 개교 60년에 나온 숭산문집6)을 주로 참조하였다.

Ⅱ. 불법연구회의 교육활동과 유일학림 설립
원광대학교는 소태산 박중빈의 큰 깨달음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
교 정신에 바탕하고 있다. 원불교는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영육쌍전(靈肉雙全)
을 위한 제반 부서를 창설해나갔다.
취지·규약·경전을 연습하기 위하여 교무부를 설립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부를
설립하고,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무산자(無産者)를 위하여
농업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공부하는 비용과 회원의 자녀 교육비와 본회를 창립하는 비용에 충
용(充用)하기 위하여 저축 조합부를 설립하오니, 본회 제씨는 유시무종(有始無終)이 안되도록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을 이에 다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
이 되어 주시기를 빌고 비나이다.7)

1)
2)
3)
4)
5)
6)
7)

교사편찬위원회, 원광대학교 40년사(1946-1986), 원광대학교, 1987.12.
박길진,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원광대학교 의전과 편, 봉황과 더불어1(숭산박길진 총장 문집), 원광대학교 의전과, 1994.
원광대학교 의전과 편, 봉황과 더불어2(문산김삼룡 총장 문집), 원광대학교 의전과, 1994.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논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불법연구회규약(1927), ｢본회취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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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와 연구부를 두어 규약과 경전을 연습하고 사리를 연구하며, 무산자인 회원과 회원 자
녀 교육, 불법연구회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부와 저축조합부를 두고, 제반 서무처리를
위해 서무부를 두어 새로운 이상을 추구해 갔다. 7개 부서가 연구인 교육과 양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바, 박중빈은 1925년 모든 회원들에게 불법연구회의 수행문인 삼강령에 따라 11과목을
훈련하게 하였다.
정신수양 : 좌선, 염불
사리연구 : 경전, 강연, 회회, 의두, 성리, 정기일기
작업취사 :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러한 11개 과목을 매년 두 차례의 전문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28년 농업부창립단
과 인재양성부창립단을 창설하여 10년을 기한으로 자본금 10,000원에 달할 때 토지를 매입하
여 농촌출신 무산자들의 공부를 도모하였다. 농업부원들이 농사를 지었던 곳은 후일 원광대학
교가 설립되었다.8)
1935년 무렵에는 각 지부마다 야학이 실시되었는데, 익산에서는 교무부에서 ‘수도학원(修道
學院)’을 설치하여 불법연구회 청소년 외에 일반 청소년들에게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점
차 육영사업이 활발해지면서 1940년에는 불법연구회에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
게 되었다. 이에 영광, 정읍, 김제, 진안, 익산 등지에서 청소년들이 몰려오게 되자, 익산본관에
서는 선원교감과 학원교감을 분리하여 학원교육을 강화하였다. 학원교감에는 교육경험이 풍부
하고 교정원장을 역임한 주산 송도성을 학원교감에 임명하였다.
이 무렵 소태산 종법사의 장남인 숭산 박길진이 귀국함으로써 학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
하게 되었다. 박길진은 1931년 3월 이리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
였다. 이후 그는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깊이 심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936
년 4월에는 일본 동양대학 예과에 입학하고 1937년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1940년 12월 졸업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3월 귀국하였다.9) 이미 박길진은 유학시절인 1939년 불교전수학원장
사령(원불교) 받았으나, 조선총독부에서 불교전수학교 설립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자체적으
로 학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교과목은 경전, 불교학, 국사, 한문, 일어, 습자, 일기 등이었
다. 교육과정은 이들 교과과정과 작업과정 및 토요일 대청소 등으로 구성, 운영되었다.10)
해방 이후에 원불교 교역자 양성기관인 유일학림이 1946년 5월 1일 개설되었다. 1946년 전
8) 이후 원광대학교 역사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40년사(1946-1986), 원광대학교, 1987.12.을 참조하
였으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를 생략함.
9) 졸업논문은 ｢실재의 연구-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實在の硏究ーショペンハウエルを主として-)｣(日文),이
다.
10)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60년사(자료편), 원광대학교, 200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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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청 교육부 학무국에서 학교를 인가함에 따라 5월 1일 익산 원불교 총부 대각전에서 개학
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2대 종법사 정산 송규는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유일학림은 대종사 재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이라는 교명까지 정하셨으나 시국 관계
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유일
의 참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濟生醫
世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無我奉公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세계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
은 교실에 학인의 수효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 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
계를 제도하리라11)

소태산 대종사가 명명한 유일이라는 교명의 참뜻을 알아서 제생의세에 목적을 두고 무아봉
공하여 일원세계를 건설해달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유일학림 임원진은 학림장에 박천식 전총
무부장, 학감에 박길진 교무부장이 임명되었고, 교사진은 총부 간부들과 외부 강사로 보충되었
다.
당시 유일학림 학제는 중등부와 전문부로 중등부와 전문부로 나누어 3년 학제로 운영되었다.
당시 전문부는 동양철학, 서양철학, 윤리학, 종교학, 사회학 등 대학과정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심리학(1947), 불교학과 불교사(1948) 등의 과목이 개설되는 등 지속적인 교육
과정 개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부 38명과 중등부 50 명이 1949년 4
월 76일 졸업을 하였다. 졸업식 때 정산종사는 다음과 같이 훈시를 내렸다.
현시대에 필요한 학문의 대요를 배우는 동시에 정신적 방면에 들어가 신앙과 공심양성의 교육
이니 예의와 근본정신의 교육이며 생활에 직접 필요한 인도정의의 대도를 연마시켜 새세상에
빛나는 일꾼들을 막길러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유일학림을 이름 그대로 세상에 유일한
학원으로 자랑하노니12)

Ⅲ. 원광초급대학의 설립

1951년 10월 1일에는 원광초급대학이 인가, 설립되어 유일학림 전문부가 편입되고 교학과
단과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대학설립을 준비해왔던 원불교에서는 1951년 4월 3일 재단법
인 이사회에서 대학설립 인가신청 서류작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다. 이어 5월 10일에는 원불
교 중앙총부 원의회에서 유일학림 중등부를 정식 중학교로, 전문부를 정식대학으로 승격시키기
11)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4장, 원불교정화사.
12) 원광1호 1944. 20쪽.

원광대학교와 숭산 : 원광대학교의 발전과 숭산 박길진 총장의 역할 133

로 결의하였다. 교명은 원광중학교와 원광대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朴吉眞, 朴天植, 趙甲鍾,
宋東煥, 柳相殷, 尹基元 등을 추진위원으로 선정하였다. 5월 15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추진위원
회에서 마련한 대학인가 신청의 건, 교사문제, 교비 조달 등을 결의하였고, 5월 20일자로 문교
부에 신청서류를 내었다.
설립취지서에서는 자산 5억 2천여만의 자산으로 설립된 원불교 재단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유일학림을 경영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고 현재 대학부와 중등부를 나누어 교육해 오고 있던 바,
1951년 6월 29일부로 중학교 인가와 아울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원불교의 근본정신을 기
본으로 하여 고등학술을 공부하고 불교의 진리를 널리 펴기 위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설립취지서에서는 대학이 고등학술을 통해 조국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과 동시에 널리 불은화하고 선업화을 목적한다고 밝히고 있
어서 지덕겸수의 목표가 뚜렷히 제시되었다. 목적에서도
본대학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에 基하여 우주원리인 일원대도의 정신을 기본으로 고등학술의 심
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을 교수하고 원불교 정신을 체득실천케 하여 조국의 발전과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목적한다.

라고 하여 원광대학의 설립이 고등학술의 응용과 원불교 정신의 체득에 두고 있다. 이를 통
해 국가와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제출한 서류에는 학교의 명칭은 원광초급대학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2년, 학과는 교학과와
국문학과 각각 2학급, 과별 정원 100명으로 하였다. 학교 설립을 위해 제출한 기본재산은 다
음과 같다.
<표1> 대학설립 허가시 기본재산

종목
답
전
林
垈
건물
약방
도선주공장
정미소
果園
地證
계

수량(평)
99,486
95,042
617,983
6,463
6,182.5

가격
18,725,560원
14,897,950
30,899,150
1,502,650
205,060,500
54,825,970
40,411,020
7,961,392
36,825,483
1,000,807
402,113,582

비고
평당 188환
157
50
233
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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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에서는 5월 27일 접수하였고, 삼개월 뒤인 9월 5일 설립을 인가하였다. ‘文高 제288
호’로 인가된 내용은 교학과 1개과 2년제 1학급 50명 총정원 100명만 허용되고, 완성연도까지
교사를 신축하고, 인가 후 2개월 내에 재산법인 원불교기부행위 대학설립취지에 따라 변경절차
를 밟을 것, 국문과 삭제로 인한 예산 삭감 외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 등의 부대조건 등이 첨부
되었다. 이러한 초급대학 설립은 당시 문교부가 있는 부산의 원불교 교도회장 尹基元(법명 光
彦)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의 노력이 컸다. 특히 문교부장관인 백낙준 박사의 종교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문교부 김두헌 교육국장이 불교전문학교 교사 출신으로서 근본적으로 불교교육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3)
인가가 되고, 교명이 확정되자 이어 교가가 제정되었다. 최초의 교가는 작사는 李殷相, 작곡
은 朴太賢이 지었다.
보아라 圓光臺 거룩한 터전
正覺의 종소리 울려나는 곳
밝음과 참됨을 배우고 닦아
어둠과 거짓을 물리치리니
원광 원광대학 진리의 도량
원광 원광대하교 학문의 전당
이 나라 이 겨레 이끌어나갈
문화의 새 일꾼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교가는 1958년 8월 25일 김인수가 일부 편곡하고 반주곡을 달았으나, 곡이 가사
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고, 1967년 4월 20일 학생들의 대의원 임시총
회에서 교가개정을 학교에 건의하자 김삼룡 교무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사는 훌륭하나 곡
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불교성가 제작과 때를 맞추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1968년
1월 1일 김동진 작곡으로 교가가 바뀌어졌다. .
또한 학교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었다. 대학은 서울, 선원은 총부에 세우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원불교 종법사였던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유지대로 대학을 총
부에 세워 대학이 포교단 양성의 못자리판이 됨으로써 전세계에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새말쪽이 정문이 되는 예언과 함께 연구실터에 대학설립을 하는 것으로 단안을 내려
현 위치에 대학의 위치가 결정되었다. 중앙 총부에서는 교단제1대 성업찬사업의 일환으로 원광
대학 교사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13) 교사편찬위원회편, 원광대학교40년사 1946-1987, 원광대학교, 1987. 90쪽. 본고와 관련된 제반 자
료는 주로 이 책에서 인용하였으며 , 특별한 주석이 없는 한 모 두 이 자료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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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식은 1951년 10월 1일 대각전에서 거행되었다. 제1대 학장으로는 원불교 교정원장으
로 있었던 박길진 학장이 취임하였다. 박길진 학장은 홍익인간이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보존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지덕 연마를 할 것을 환기시켰다.14) 인간은 동
물의 세계와는 달리 시공의 변화와 연결속에 변화 발전하는 존재로서 각자 타인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도덕심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도덕심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
학교육도 홍익인간의 이념에 기초하여 고등학술의 이론을 통해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민
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길진 학장은 애국애족이 과거의 민
족주의, 국가주의와 같이 침략성이 농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사회를 조직한 일부
분으로서의 역할, 즉 한사람을 완전히 건강체로 유지하려면 코와 눈 귀가 각각 완전해야만 되
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애국 애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광초급대학이 어떻
게 해야 민족의 주체성과 홍익인간의 의의를 잘 구현할 수 있는가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원광초급대학의 학생들이 인류사회를 권력이나 차별이 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
상을 만들어주도록 당부하였던 것이다.15)
백낙준 문교부 장관이 원광대학을 방문하였을 때도
다행히도 귀교는 원불교의 진리를 배경으로 하는 ‘참된 삶’ 진리로써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 이
는 귀교의 교육토대만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며, 전인류 교육의 참된 목표이겠습니다. 특히
원불교는 다른 종교와도 달라서 진리의 注力을 崇信한 진리적이며 현실적인 영육쌍전의 결합
자로서 일반사회의 기대와 신망이 크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여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원광대의 교육목표가 전인류적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강의실이 없어서 원불교 중앙총부 상주선원을 강의실로 사용하였다. 100명의
신입생 중 원불교 교역자를 지망하는 학생은 20여 명,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이었다. 교수진은
徐炳宰, 鄭寅承, 田元培, 金映遂, 李秉岐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었다. 원광대가 초창기부터
학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수한 학자를 유치하여 교육을 시켰음을 알려주는 본
보기로서 이 또한 숭산 박길진 총장의 큰 역할이 아님이 없다.

14)개교식에서 박길진 학장의 치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개교정신에 대해서 1952년 曙苑 창간호에
｢知德硏鑽에 힘쓰라｣는 주제로 격려한 내용이 전해진다.
15)원광대학교40년사 96쪽, ｢1952년 曙苑 창간호에 ｢知德硏鑽에 힘쓰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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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년제 대학으로의 발전
원광초급대학은 곧바로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설립 신청하기 전 1달
전 인 4월에 이미 문학부와 교학부를 함께 모집했기 때문에 수업진행이 두 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1952년 12월 13일자로 교육과, 국문학과로 구성된 4년제 고급대
학으로 개편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1953년 1월 29일자로 원광초급대학이 폐지되고 교학과,
국문학과 두 학과 각 200명 편제의 총정원 400명으로 인가되었다.
설립인가신청서는 초급대학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었다.
단기 4284년 9월 5일 부 문교부 288호로써 원광초급대학의 인가를 얻어 현재 150 여 명의 학
생을 수업하고 있는 바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회에서는 본대학의 현재 수용중인 校舍는 너무
협착할 뿐만 아니라 雄雄發展중에 있는 본 대학의 장래를 위하여 총공사비 15억으로 석조 2
층, 20교실을 순차로 건립할 것을 경의하고 금년도 제1차 계획으로 현재 6교실을 완공도상에
있으며, 또는 이리시내 각대학중 인문계 학과가 殆無함에 鑑하여 국문학과를 증과하는 동시에
원광초급대학을 고급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결의하며 조국의 도의교육을 앙양하고 민족의 진실
한 지도적 인격을 양성하려는 취지하에 본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함.

대학의 장래를 위하여 교사를 크게 확장하였고, 이리의 대학에 인문계학과 없으므로 국문학
과를 증설하여 초급대학에서 고급대학으로 개편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이 취지서에서는
조국의 도의교육을 앙양하고 민족의 진실한 지도적 인격을 양성한다는 것은 1951년 제출한 취
지서와 같으나, ‘널리 불은화(佛恩化)하고 선업화(禪業化)를 목적한다’는 조항이 빠지고 있다.
이는 국문과를 함께 아우르는 취지에서 불교를 빼지 않았나 여겨진다.
원광대학교 교학과와 국문학과 졸업식은 1955년 3월 15일 원불교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거
행되었다. 박길진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학문과 인격수양에 힘써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
다.
학문에 있어서도 대학에서 배운 것을 실로 학문을 하는 방법을 배웠을 따름이요, 진정한 학문
은 그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졸업후에 계속해서 修得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배운 것은 겨우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니 평생을 두고 연마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양성에 있어서도 인격이란 무한대로 수행확장하여 전인류의 존모한데까지 이르러
야 완성되는 것이니, 小에 만족치 말고 역시 일생을 두고 수양을 쌓아서 전세계 인류의 추앙하
는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학술과 기술로 到底해야 하지만은 근본문제는 인격완
성입니다. 이 인격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보다 사람의 類에 들 수가 없는 동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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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역시 졸업후에 평생 연마해야 하지만, 인격수양을 더욱 닦아서 세계 인류에 추앙하는
인물이 되어 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박길진 학장은 학술과 기술을 끝까지 추구해야 하지만
근본은 인격완성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개인과 사회, 국가 사회와의 관계를 자신을 다스리지 못
하면 가족이나 사회, 국가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숭산총장이
봉건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것을 당부하
였다.
오늘의 우리 사회사를 보면 왜정의 毒牙에서 벗어난 후 해방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의 자
유사상을 올바로 소화치 못하여 도의정신은 땅에 떨어져 온갖 악과 불의만이 자행하여...

민주주의의 자유사상을 자유로이 소화하지 못하여 도의 정신이 추락한 현실을 개탄하고 졸
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여러분은 모든 악과 과감히 싸워 세기의 火炬가 되고 민중의 사표가 되어 국가사회의 굳건한
역군이 줄 줄로 믿습니다. 도도히 밀려드는 광란의 세파에 굴함이 없이 동화치 말고 일체의 악
과 불의 앞에 항거하여할 소임인즉 오늘의 국가사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예인 것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와 과감히 맞서서 싸워 세기의 촛발이 되고 민중의 사표가 되어 국가 사회
의 굳건한 역군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
이 대학의 교칙인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최종적인 실현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법사 정산 송규는,
그간에 배운 바를 실지에 활용할 때 국한있는 작은 사업에만 활용하지 말고 일체 대중을 위하
는 국한없는 큰 사업에 널리 활용해서 제군의 크고 우람한 공로와 명예를 모교에 회향하여 원
광대학의 공덕을 널리 세상에 드러내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하여 배운 바를 큰 사업에 활용하여 큰 공로와 명예를 세워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제부
터 세상을 큰 공부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그 공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한 큰 학교로 삼고 세상 모든 사물을 모두 스승삼아서
끊임없이 그 학교에서 실지의 힘을 쌓아나가자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공부는 세상을 학교로 삼고 사물을 스승삼아서 학교에서 실지의 힘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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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월 19일 4년제 대학설립이 인가된 후 11월 법학과 증설을 신청하자 1954년 2월 2
일 인가(문교 제3340호) 되었다. 이 때 문교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첨가하였다.
① 타대학 전임교원 또는 판사 등은 전임으로 채용하지 말 것
② 도서실, 기숙사, 기타 학생의 보건 후생에 관한 시설을 가급적 확충할 것
③ 재단은 매년 300만원 이상(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감)을 경상비로 지변할 것
④ 校地, 校舍,

체육장은 현존분을 사용하되 교사는 2년내에 학생정원 1인당 1평 이상의

현대식 건물을 증축할 것
원광대학교는 1955년 대학설치 기준령을 통과하게 된다.16) 1955년 8월 4일 문교부는 대통
령령 제1063호로 대학설치기준령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령은 각 대학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목적하에 제정된 것으로서, 문교부는 이 법령에 의해 전국 대학의 실태조사에 착
수했다.
대학의 설치 인가에 있어서는 本令의 기준에 의해서 校地,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업, 약초원
등의 地的 施設의 전부와 건물 시설의 1/3(초급대학과 2년제 사범대학은 1/2) 이상이 건설되
고 開校費 및 그 編制 완성년도까지의 시설의 전부를 완수할 수 있는 재원, 또는 경비와 初年
度에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과 증설 또는 증가분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와같은 기준에 비달하는 학교는 1년 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70%
이상, 4년 이내에 80% 이상, 5년 이내 90% 이상, 6년 이내에 100 %를 확충하도록 하고, 그
렇지 못한 경우는 문교부장관이 정원감축, 학과의 통합, 학교의 폐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문교부는 본 대학에 대해 1956년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195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했
다. 본 대학은 설립 4년만에 이 실태 조사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정이 되었으나, 전국 55
개 대학 중 32개 대학이 이에 미달하여 폐교 또는 학과 폐합, 감원 조치되었다. 이 정비 조치
에 저촉되지 않은 대학은 23개 대학으로, 그중 국립대학이 5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본 대학
을 포함해서 18개 대학뿐이었다. 원광대학교는 1958년 3층 석조 본관 준공, 1959년 운동장
확장으로 교지확장과 건물 시설을 완비하고, 교수 확보 및 도서실 장서 확보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후일 종합대학으로 발돋음하게 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것은 스쿨버스 운행이다. 원광대 학생들은 전주, 군산, 김제, 정읍, 강

16)원광대학교40년사 190-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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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논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태반이 기차 통학생인데다가 본교가 이리시 교외에 위치한 관계로
이리역과 4Km상거하여 도로로 40분이 소요됨으로써 통학상에 불편과 피로를 주게 되어 수강
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점의 해결책으로 통학버스의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에 원
광대학교에서는 1959년 5월 김인용 서무과장을 부산으로 파견하여 대형버스 중고차를 구입토
록 하여 7월부터 운행하였다. 명실상부한 스쿨버스 운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운행시간
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운영하였다.
또한 도서관 시설이 확충된 것이다. 최초의 도서관은 1946년 5월 1일 설립재단 원불교 중앙
총부에 유일학림 창설과 동시에 총부도서실을 이용하였다. 당시의 도서실 장서는 5,000여 권
에 달했는데 일제치하 불법연구회 시대부터 독지가들의 도서를 중심으로 모아진 것이다. 이때
독지가들은 李共珠, 愼元曉, 黃正信行 등이 있었고, 박길진 학장이 일본유학시 공부했던 많은
양의 귀중한 도서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족한 유일학림 도서식은 원불교총부 도서실로
도 이용되었다.
1953년 4월 1일 이중정 선생이 초대 도서관장으로 부임하고 장서수도 점점 더 모아지고 이
용도 활발히 전개되면서 발전하여갔다. 1954년 4월에는 대학캠퍼스가 원광보전 전문대학 자리
로 이전되면서 도서실도 옮겨가게 되었고, 유일학힘 도서실 장서도 그대로 인수하여 원광대학
도서실이 되었다. 당시 장서수는 6,000 여권 정도였고, 1956년 10월 20일자 원광대학보에 실
린 도서열람자 수는 총 2,100명에 달했다. 열람자로 분야별로는 정치학 410, 철학 260, 문학
580, 법학 85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956년도는 박길진 학장의 구미시설을 계기로 해외대
학과 연구소에서 많은 책들이 본 대학에 답지하였다. 미국의 Smithsonian Institution, Library
of Congress, Univ.of California, Univ. of Southern Califoorina 등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15,000여 권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차로 4,600여 권이 입하되었다. 또한 고서부에서도
박제옹(朴濟翁), 윤정운(尹正運) 선생으로부터 3,000여권을 기증받았다. 1956년 12월 에는 미
국 각 대학으로부터 2차분 600여권이 도닥되고, 1957년 3월에는 자유중국에서 300여권 , 12
월에는 로스엔젤레스 대학에서 1만 여 권 등 도서가 접수되었다.
1958년 10월에는 제2교사(석조 2층건물)의 일부만 사용하던 것을 도서관으로 완전독립하여
서고와 사무실 그리고 열람실을 확장하고 그동안 모아진 장서를 재정리하였다. 또한 열람대의
개조 등 시설을 새로 단장함으로써 독서의욕을 한층 고조시켰다.
1958년 11월에는 자유중국 국립도서관으로부터 二十五史 전ㅇ 934책이 답지되었고, 미국의
국립도서관 스미소니언 협회로부터 문예서적을 비롯한 과학총서를 받았고, 원불교 용산지부 서
만경 교도로부터 연암집선을 기증받았다.
1959년 9월 2일 미국 워싱톤에 있는 U.S.B.E로부터는 학국에의 10차분 도서 중 1차 600여
권의 도서가 본대학에 기증되었고, 10월에는 3,700여 권의 잡자기 기증되기도 하였다.
U.S.B.E는 미국 각 대학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수송료 일체를 미국 시민의 부담으로 세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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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가에 다시 그 도서를 기증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과 5.16 군사쿠테타로 인한 여파도 만만치 않았다. 군사정부에서
는 1961년 7월 22일 대학 1차 정비안, 8월 16일 2차 정비안, 9월 1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
법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특히 11월 18일에는 사립대학 정비기준을 발표하면서 4년제 주간대
학 25개, 4년제 야간대학 8개 대학으로 정비하였는데, 이 때 원광대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당시 문교부에서 발표한 4년제 주간대학 정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각 대학별 학생정원 책정은 대학설치기준령에 규정된 시설 및 교원의 미달률을 적용하여
감축하고 그 위에 책정한 학생정원총원에 달할때까지 동일 비율에 따라 감한다.
② 책정한 학생정원은 서울은 700명, 지방은 600명에 미달되는 대학은 폐지한다.
③ 동일지역내에 동일학과가 수개 대학에 설치되었을 때에는 서울은 10, 지방은 4이상 중복
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과의 존치와 학과별 학생정원의 책정은 내부시설상황 교수 징용 등을 고려한다.
⑤ 사립대학의 학생정원은 인문 40, 실업60%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⑥ 학생정원은 분야별로 국가의 인적수요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문교부는 이 기준에 의해 현 정원 55,040명에서 35,000명으로 감축 책정하였고, 현재 37개
대학에서 25개 대학으로 정비하였다. 당시 4년제 대학으로서 폐합될 12개 대학은 다음과 같
다.
동덕여대, 덕성여대, 한국사회사업대학, 관동대학, 원광대학, 동양의업대학, 청구대학, 마산대
학, 홍익대학, 국민대학, 단국대학, 국학대학.
문교부는 이처럼 4년제 주간대학을 줄이는 대신 현재 4개 야간대학을 9개 대학으로 늘리고
초급대학을 현정원 5,000명에서 10,000 명으로 늘리게 되었는데, 초급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과 같다.
① 현재의 초급대학과 정비되는 4년제 대학중 초급대학 설치기준에 도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초급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다.
② 초급대학은 직업 내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강화하였거나 또는 따로 산업기
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여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허용하
도록 한다.
③ 초급대학의 학생정원은 부문별 국가계획에 따라 충원을 10,000명 정도로 한다.
④ 초급대학설립에 관한 제기준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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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립대학 정비안에 따라 원광대는 신학대학인 각종학교로 격하되었다. 4년제 주간대
학으로서 교학과, 국문학과, 법학과, 경상학과 4개학과 2년제 대학 가정과 1개과 학생정원 680
명이었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교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1961년 11월 20일
자로 초급대학을 신청하여 62년 2월 28일자로 설립승인을 받았고, 각종학교 4년제 원광대 학
림은 62년 2월 2일자로 신청, 3월 19일자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원광대학림은 불교교육과
200명, 동양철학과 100명 총 3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원광대학교는 정규4년제 원광대학(잔여
학생), 각종학교인 원광대학림, 2년체 초급대학의 세가지 학교가 병립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
났다.
이러한 위기상황 하에서 원광대학교 당국은 학교의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고 문교부에 원광
대학림을 4년제 대학으로 복귀해 줄 것을 청원하고, 원광대학림 학생들에게 4년데 정규대학
학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문교부에서는 12월 16일자로 대학정상
화방안을 방표하고 9개 대학을 복귀 또는 증설함으로써 대학교육의 방침을 5.16 이전으로 돌
리었다. 러한 요청을 통보하였고, 1963년 12월 16일에는 원광대학림이 폐지되고 다시 4년제
정규대학으로 복귀하였다.
1961. 5.16이전

1963. 12. 16 이후

비고

불교교육과 120명

4년제 대학

교학과 120명

농업경제과 120명

국문과 120명

원예학과

120명

농업경제학과

법학과 160명

국문학과

80명

원예학과 증설

상학과 100명

법학과

80명

상학과

80명

총계

600명

1964년 3월 17일 문교부로부터 박길진 학장이 원광대학 및 원광초급대학장에 임명되었다.
박길진 학장은 교직원과 재단, 동창회와 당국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본인은 본교 설립의 근본이념을 재천명하고 시련중에 얻은 바 여러 가지 값진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구상과 의욕을 가다듬어 제반 운영방침을 일신하는 방향에서 이 터전에 새로
운 진지하고 진실한 학풍을 불러 일으킴으로 원래의 설립목적인 국가, 민족, 인류의 행복에 공
헌하는 대로를 매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본교 설립의 근본이념인 지덕겸수, 도의실천을 재천명하고 새로운 구상과 의욕으로 학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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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 일으키겠다는 각오였다. 교수나 학생들도 학풍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원
광대학림 재학생은 4년제 원광대학 해당학과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였다. 이와 함께 초급대학
의 기업경영과와 상과 학생은 4년제 대학의 商學科에, 초급대학의 농업경영과와 행정실무과생
은 4년제의 농업경제과와 법학과에 각각 편입하도록 허용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6일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의해서만 설
립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광대학의 설립재단인 원불교에서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별로
로 설립하고 그 정관을 제정하였다.
1965년에는 정원 160명의 약학과가 신설됨으로써 학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약학과는
1952년 3월 20일자로 약학과 증설 인가신청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숙원사항이었기 때문에
학은 문교부의 인가를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었던 것이다. 이에는 당시 실무자였던
김상룡 교수의 노력 뿐 아니라 호남출신 유청, 고형곤, 최형두 의원, 국회 문공분과 유성렬 전
문위원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17) 이에 대해 김상룡 교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사실은 10년 전 약학과가 신설되면서부터 원광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졌고, 학교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학과 신설 때에도 엄청난 기재구입의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과 교
내에서도 반대했지만 아산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약학과 신설은 이에 못지 않은 파문이 일었었다. 전국 약사회에서 총회를 열어 시골 지방대학
에 허가해주었다면서 약학계의 웃음거리라고 반발했고, 취소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문교부에
성명을 내면서 야단을 했다. 그 때 약대 교수로는 주로 서울대 약대 교수들이 출강을 했는데[,
이 교수님들에게도 전국 약사회에서 탈퇴시키겠다고 떠들며 형편없는 대학에 허가했다고 난리
였다. 당시 전국에 약대는 7,8개 였다. 이러한 소용돌이속에서도 안영근, 김재백 교수들이 출강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당시 김용태 교무과장님과 함께 약대 취소 투쟁위
원장을 찾아갔다. 국가로부터 얻은 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약학과가 취소되면 40명의 약
학과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유로 설득했고, 약대취소하는데 비용으로 쓰라고
모아둔 돈으로 점심을 대접하였다.18)

Ⅴ. 종합대학교로의 승격
원광대학에서는 1965년 약학과를 신설한 뒤, 다시 2년 뒤인 1967년부터 종합대학으로 인가
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아무리 학과를 증설하여 규모가 커져도 단과대학으로는 종합대학과는
하늘과 땅만큼 위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대학교 승격에로의 작업이 활기를 띤 것은
17)원광대학교40년사,228쪽
18) 원불교신문 1991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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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8월 14일 청와대 초치로 교단대표의 대통령 면담이 있은 뒤부터였다. 이 자리에 참석
한 박천식 재단이사장, 박길진 학장, 김삼룡 사무처장은 본 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을 건의하
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의 어떤 지장이 없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확약을 하였
다.
그리하여 1969년 8월 25일자로 종합대학 개편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이 때에 문교부에
신청한 종합대학 개편안은 문리과대학, 약학대학, 농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등 5개 단과대
학으로 21개 학과였다. 1970년 가을 홍종철 문교부장관이 이환의 전북도지사의 안내로 본대학
을 순시하기에 이르렀고, 종합대학으로서의 갖춰야 할 환경여건으로서 세가지의 시설확보를 지
적하였다. 그것은 이리시내와 학교간의 통학로의 포장문제, 캠퍼스내의 民家(신불연부락) 철거
문제, 캠퍼스 부지의 확장문제였다. 이에 학교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원만히 해결되
리라는 보고를 함으로써 홍장관으로부터 종합대학 예비인가의 언질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 대학은 1971년 3월 신학기를 기하여 장차 종합대학교로서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직에 대한 대폭 인사교체를 행하였고, 또한 敎養學部를 별립시켰다. 이때 박길진
학장은 “이번 인사는 보다 참신하고 기동성있는 교육행정으로 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
라”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 각자의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1971년 3월 30일자로 종합대학 ‘원광대학교설립인가 예정통보가 대학에 접수되자,19) 종합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일 문교부에 발송하였다.20) 그 취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일학림에서 초급대학을 거쳐 대학으로 승격된지 26년 동안 성장하여 인문계와
자연계가 균형잡힌 5개학부와 15개 학과를 갖춤으로써 실질적인 종합대학 수준에 이르렀으므
로, 원불교교단과 지역사회의 오랜 열망에 부응하고 국가민족과 인류에 한층 높은 차원에서 봉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재단도 성장하였고, 교육용 제반시설이 소정 기준에 도
달하였으므로 새시대의 열망에 부응하리라는 것이다.21) 이 때 제출된 종합대학 편성내용은 다
음과 같다.

19) 대학 1041-829(1971.3.30)
20) 학법원 1041.1-33(1071.4.1)
21) 승격설립 취지서,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원불교 유일학림 을 개설한지 26년, 초급대학을 거쳐 대학으로
승격되어 꾸준한 노력의 21년, 이제 원광대학은 비약과 팽창을 위한 탈바꿈이 필요한 만 큼 충실히 성장
하였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5개학부의 15개 학과는 자연계와 인문계가 고루 균형잡혀져 있어서 실질적
으로는 이미 종합대학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15개 학과를 4개 단과대학으로 재편
성하고 대학원을 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 설립 하여 권위있는 명 문을 이룩함으로 원불교 전체교단은 물론
지역사회의 오랜 숙망 에 호응하고 국가 민족과 인류에 한층 높은 차원에서 성실히 공헌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재단도 능히 이를 감당할만 큼 성장하였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용 제반시설이 소정기준에
도달하였음로 근대화와 중흥을 지향하는 나라와 겨레의 일대행진에 보조를 맞 워야 할 이 시점을 택하여
새출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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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종합대학 편성내용
학부

문리 학부

농학부
법경학부
약학부

교육학부

5개학부

학과
원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과학과
수학과
의상학과
원예학과
농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가정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15개학과

정원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60
80
120
160
160
120
1600

단과대학

학과계

정원계

7

640

법경대학

1

160

약학대학

1

160

사범대학

5

640

4개대학

15

1600

문리 과대학

이렇게 제출된 종합대 원광대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는 1971년 12월 7일 국무회의의 최종의
결을 거쳐 12월 31일 대학 1041.1 공문에 의해 승인되었다.22)
당시 도서관에는 8만여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었고, 박물관, 대학신문사, 원부디즘사, 출판
국 등의 부설기관과 해외포교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식품위생연구소, 농촌부업문제연구소, 향
토문화연구소, 민속학연구소 등의 연구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내체육관, 미술관,
음악관, 어학실습실과 교지 44,000여 평, 건물평수 9,000평, 체육장 10,000평, 연습림
104,000평, 약초원 1,600평, 농장 16,000평 등을 갖추고 있었다.
1971년 10월 1일 원광대학 개교 24주년 기념행사에서 박광전 학장은 기념사를 통해 원광대
학교가 1972학년도 신학기를 기하여 도약과 발전의 종합대학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역설하
였다. 취임식은 1972년 2월 26일 본교 대강당에서 가졌다. 연구하고 봉사하는 대학, 교양인을
육성하는 대학,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 민주적 협동이 실천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교수들에게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2) 종합대학교로 승격되기까지는 재단측은 물론이지만 , 지역인사들 추진 위원측의 이춘기 위원장과 이환의
지사, 본교의 박길진 학장, 김삼룡 교학처장, 김인용 사무국장의 노고가 컸다. 그러나 종합대학 산파의 주
역으로는 누구보다도 김삼룡 교학처장의 공로가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박사학위 소지
자 교수 하나 없고 정원 1,400명 에 불과한 캠퍼스 규모 로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이란 도무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김처장은 오직 투철한 원불교 교육이념에 바탕한 지방 및 명 문사학 육성 사명 감 하나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해가면 서도 정계 관계요로의 인사를 찾아다니며 종합대학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리 하여 김
처장은 시국의 흐름 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원불교 교세를 십분 활용하여 마 침내 4개 단과대학 15개 학과
규모 의 원광대학교를 탄생시켰던 것이다.(원광대학교40년사, 380쪽)

원광대학교와 숭산 : 원광대학교의 발전과 숭산 박길진 총장의 역할 145

또한 1972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듬해 12월에 농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1976년에는 같은 캠퍼스 내에 원광보건전문학교를 병설하고 1977년 1월 광주광
역시에 광주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1978년에 교학대학·공과대학·2부대학을 신설하였다. 같
은 해 9월에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 원광의료원을 개원, 한방병원·치과병원·물
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였다. 1980년 의예과와 치과대학 및 가정대학을 신설하고 시그레이브기
념종합병원을 인수하여 의과대학부속종합병원을 개원하였다.

Ⅵ. 숭산 박길진 총장의 역할

지금까지 원광대학교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최초의 학교인 학림에서부터 초급대학, 4
년제대학, 종합대학교의 발전에 숭산 박길진이 교감, 학장, 총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광대학교의 발전은 일원상 세계를 추구하였던 숭산 박길진 총장의 학
덕과 헌신적인 노력, 원불교 교단과 학교의 뒷받침, 지역사회의 노력, 미래의 비전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첫째, 박길진 총장은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는 구도자적 자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행의 표준
일원상 진리로 살아갔다.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일원의 진리를 자각해서 활용하는 공부를
지극히 하였다. 염불과 좌선에 힘써 부동하는 靜心을 길렀고, 사리연구에 힘써 만사에 시비이
해를 명철히 분석하였으며, 작업취사에 힘써 옳지 않은 것은 단호히 배제하였다.
둘째, 대학교육에서 지덕겸수⋅도의실천의 지속적인 실천을 주장하였다. 그의 교육 이념은
지덕겸수⋅도의실천이라는 원광대학교의 교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와 덕과 의의 실천이 겸비된 전인적 교육을 지
향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란 학문의 연찬, 덕은 인간적 품성의 함양, 도의 실천은 정
의로운 기상의 배양 등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양⋅연구⋅취사의 세가지 병행의 공부
를 통해 원만한 인격을 기른다는 원불교 교과이념과 매우 상통함이 드러난다. 지식인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길진 총장이 강조한 것이다. 1974년 7월 4일 원불교사상연구원
이 설립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념구현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했
다. 김삼룡 총장은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설립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원광대학교가 교립학교이기 때문에 원불교 교리와 제도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와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특수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이었다. 이 연구원은 원불교의 사상을 바르고 넓고 깊게 연구함으로써 원불교의 새로운 발전
을 모색하고 특히 모든 인류로 하여금 우주의 근원인 일원상에 대한 진리적인 신앙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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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서 인류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23)

셋째, 박길진 총장은 대학경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용하였다. 전팔근 교
수에 따르면, 박길진 총장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였다고 한다. 학교 교육행정에
는 물론 교직원들의 건의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문제 있는 개인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도 직
접 본인을 불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였다. 박총장은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대학을 위한 건설
적이고 유익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이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어느 누구든지 타당하
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건의해주기 바라겠다”고 하였다.24)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일자
리가 없어서 헤매는 고급 인력을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던 중 취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알선
등을 협조하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전팔근에 의하면 총장님께서 교직원에게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바로 건의를 하자, 얼마 안되어 1986년 10월 취업보도부가 생기고 학
생들을 도와주게 되었다. 박길진 총장의 열린 마음, 열린 행정, 넓은 이해심으로 원근친소(遠近
親疏)에 끌림이 없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교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대학을 이룬 것이다.25)
넷째,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길진 총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저명한 교수를 많이 초빙하였다. 예컨대 1973년 박길진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학원 학과 신설에 관한 여건을 갖추자”라고 하
였다. 당시 대학원 학과 신설조건에는 두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가 있어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당시 원광대에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던 고형곤 박사가 와 있었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초빙해야 했는데, 이 때 고려대 문리과대학장을 역임한 이상은 박사가 초빙되었
다. 박길진 총장이 직접 한길량 총무처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한길량 처장이 직접 서울 녹번동
에 올라가 이상은 박사에게 박길진 총장의 뜻을 전함으로써 초빙할 수 있었다. 이에 고형곤 박
사와 이상은 박사가 있어서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인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이다.26)
원광대에 초빙된 교수진으로는 위의 고형곤, 이상은 박사 외에도 이병기, 조명기, 배종호, 전
원배, 정종, 변극 등 많은 분들이 있었다. 원광대는 전술하였듯이 초창기때부터 서병재, 정인
승, 전원배, 김영수, 이병기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다섯째,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박길진 총장은 대학의 사명인 인재양성에 주력하였다. 박길
진 총장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4.19, 5.16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는 약자에서 강자되는 길을 거쳐 평화롭고 지성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확신하였다. 4.19혁명 이후 이제 독재부정을 제거해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학
23)
24)
25)
26)

원불교신문 1991년 9월 6일.
전팔근, ｢崇山 스승님의 心法과 行跡｣, 숭산 박길진문집 ,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252쪽.
전팔근, 같은 글,
한길량, 나의 스승, 나의 인연, 한맘 , 2014.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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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공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즉 학생은 장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
어야 하므로 학원에서 수양과 연구로 자기 인격을 훨씬 키워서 대기를 만들어 장차 세계를 능
히 넣을 수 있는 포부와 기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겸허한 심정으로 서로
양보하고 겸손해서 남에게 호감을 주는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대우를 받고 항시 이기는 사람
이 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박길진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소설가인 박범신, 장제우 전북대 교수, 전병철 한양대 법대 학장은 장학생으로
길러진 인물이다. 또한 원광대학교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부장 등을 학교에 초청하여 학교를 두루 홍보하였다.
여섯째, 대학의 국제화에 노력하였다. 박길진 총장은 원광대학의 국제교류에도 힘썼다. 그가
추진했던 일원상 세계의 구현과도 일치하는 일이다. 박길진 학장은 1956년 1월 18일 미국, 영
국, 독일 등 교육계, 종교계 방문한 것을 필두로 해외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류하였다. 이에
1972년 11월 대만 문화대학과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후 1973년 5월 일본 경도불
교대학, 1984년 12월 덴마크 오덴서대학을 비롯하여 1988년 4월 캐나다 퀘벡대학교, 1989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1990년대에는 1991년 7월 폴란드 아담
미키비츠대학과 함께 1992년 7월 브라질 멕켄지대학, 1993년 7월 중국 로신미술대학 등과 자
매결연을 체결해 학생들의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게 했다.

Ⅶ. 맺 음말
원광대학은 1946년 유일학림의 설치, 1951년 원광초급대학 인가, 1953년 4년제 대학으로
발전, 1971년 종합대학교의 개편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숭산 박길
진 총장의 일원상 세계를 추구한 헌신적인 노력과 교단과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들 수
있다. 박길진 총장은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는 구도자적 자세로 일원상 진리로 살아갔다. 그러
한 일원상 진리의 추구는 부동하는 靜心을 갖게 하여 시비이해를 명철히 분석하였으며, 작업취
사에 힘써 옳지 않은 것은 단호히 배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학교육에서도 그는 지
덕겸수⋅도의실천의 지속적인 실천을 주장하여 지와 덕, 의가 겸비된 전인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1974년 원불교사상연구원을 설립하여, 원불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우주
의 근원인 일원상에 대한 진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밝히도록 하였다.
대학경영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용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교직원들이 일
하기 좋은 대학을 이루도록 하였고, 학교와 학생들의 질적인 교양을 위해 우수한 교수를 많이
초빙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본분인 인재양성에도 주력하여 약자가 강자되는 길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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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부에 분투노력하도록 하였다. 우수한 학생들이 원광대에 올 수 있도록 1년에 1회
씩 교장, 교감, 부장들을 초빙하여 학교를 홍보하였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생지도에 힘써 학생
들이 원광대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상을 아낌없이 펼치게 하였다. 특히 학생을 보는 안목이 남
달라서 우수한 인재에게는 장학금을 대주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또한 원광대의
세계화에 노력하여 외국의 대학과 종교계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원광대 학생들이 외국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원광대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다. 또한 원광대는 익산지역에 위치한 지방대로서 갈수록 학생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숭산 박길진 총장이라면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였을까. 일제 강점기, 해
방, 그리고 한국전쟁, 4.19, 5.16 등을 두루 거친 숭산 박길진 총장이 일원상 세계를 추구하면
서 무아봉공의 자세로 약자가 강자된 길을 모색해 왔던 대학경영이 다시 한번 주목되는 이유
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단과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서도 개벽대학을 다시 만든다는 신
념하에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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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숭산 박길진 박사(1915-1986, 이하 숭산)는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1891-1943, 이하 소태산)의 장남으로 태어나 남다른 종교적 사색과 구도적 열정을 보이며
성장했다. 청소년기에는 신학문을 접하며 사회구원의 열망을 우주와 인생의 근본문제 해결로
승화시켰고,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을 두루 섭렵하는 가운데 실재(實在)에 관한 자증적 체험
과 각 종단의 종교지도자들과의 인격적 만남이 더해져 지덕(知德)을 겸비한 큰 인격을 이룬다.
이러한 바탕 하에 숭산은 한국과 세계를 무대로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
헌하는 일생을 살았다.
본 발표는 숭산의 생애와 사상을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숭산의 종교사상
과 철학에 관한 선행 연구는 10여 편에 이른다. 대표적인 연구를 발행연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도융, ｢인격과 사상｣(원광 268호, 1996.12)
류병덕, ｢원불교 해석학의 맹아, 숭산 박길진 박사｣(원광 268호, 1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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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일, ｢숭산의 불교사상｣, 원불교학 4집, 1999.
, ｢숭산 박광전의 생애와 사상｣(원불교 인물과 사상Ⅰ, 원불교사상연구원, 2000)
김정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양현수, ｢숭산박광전종사의 생애와 사상｣(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송천은,

｢숭산 박광전종사의 종교관-일원상을 중심으로｣(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박맹수, ｢숭산 박광전 종사의 동경유학과 동양대학｣(원광 545호, 2020.1)
, ｢숭산 박광전 종사의 ‘일원철학’과 그 사상적 연원｣(원광 546호, 2020.2)
, ｢숭산 박길진 종사의 ‘일원철학’의 연원-아르투르 쇼펜하우어｣(원광 547호, 2020.3)
허 석,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5집, 2020
숭산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숭산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대거 발굴되어 연
구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을 중심으로 숭산 열반 35주기를 기
념하는 학술대회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재고보 학적부와 일봉 동양대학 학업
성적표를 입수하였고, 야규 마코토 박사가 숭산의 동양대학 학사학위논문인 ｢실재의 연구 – 쇼
펜하우어를 중심으로｣를 번역하고 필자가 이를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는 성과도 있었다. 박맹수
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숭산의 동양대학 학업성적표, 전재동포구호사업 당시 숭산의 활동
사항, 해방이후 숭산의 사회활동에 관한 신문기사를 발굴하여 원광에 소개한 바 있고, 조선
일보에 게재된 숭산 관련기사를 종합한 자료해제를 학계에 발표했다.1)
숭산에 관한 원자료 발굴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자료수집의 차원을 넘어서서 숭산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숭산의 생애를 재정
리하고, 숭산의 사상을 면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내용과 범위를 뛰어 넘는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원불교학의 한 분야로서 ‘숭산학(崇山學)’의 발전 가능
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는 숭산의 기존자료를 재검토하고 최신 자료를 추가하여 그의 생애와 사상 및 활동을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종교철학이란, 종교의 보편적 본질, 의의, 가치
등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2) 즉, 종교의 궁극적 진리, 인생관
과 세계관, 종교와 도덕의 관계 등에 관한 숭산의 견해와 관점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숭산의 종교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총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교철학 형성에 있어 근대교육, 종교지도자와의 만남, 원불교사상이 미친 영향을 조명해 본다.
1) 박맹 수,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 숭산 박길진 박사 관련 자료 해제-조선일보 게재 숭산 관련기사를 중
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9집, 2021.
2)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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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숭산의 종교철학이 갖는 의미를 ‘도덕종교’라는 그의 동양대 학사학위논문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일원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숭산의 종교철학이 현실적으로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숭산의 생애와 종교철학의 형성
숭산의 생애를 종교철학의 관점에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교철학의 태동기(1915-1931)’다. 숭산은 유년시절 소태산으로부터 다양한 종교적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소태산은 3-4세 경부터 일심을 집중하는 법, 자연현상을 보고 의
심을 품게 하는 훈련 등을 시켰다고 전해진다. 다만 종교훈련이라 하여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
행된 것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 이후 회상의 중심지가 이동됨에 따라, 숭산과 그의 가족도 1926년 전북 이리로 이사하였
다. 그는 이리보통학교를 다니며 주중에는 학업을, 주말에는 소태산이 주석하는 중앙총부를 찾
아 훈련을 받았다.
숭산은 자신의 유년기를 “생각할수록 꿈같은 어리시절, 비문명지대 영산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정신세계의 단련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과정으로서 종교적 본질로 다가서는 기초”3)였다
고 말했다. 즉, 숭산은 이 시기를 통해 삶의 방향과 자세를 확립하게 되는데, ①종교적 ‘신앙’
과 ‘근검절약‧사회적 헌신’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확립된 점, ②우주자연의 이치와 인간
의 근본심성에 대한 구도적 자세와 깊은 사색의 습관이 확립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두 가
지는 숭산의 일생을 일관하는 삶의 태도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숭산의 유년시절
은 원불교 초기교단의 종교적 분위기를 훈습 받으며 자연스럽게 종교인의 꿈을 키우고, 종교인
으로서의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였다.
둘째는 ‘종교철학의 형성 및 성숙기(1931-1967)’다. 숭산은 이리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
의 배재고보에 입학해 본격적인 근대적 교육을 접했다. 배재고보 재학 시, 숭산의 민족구원의
열정과 사회의식은 절정에 달하지만, 차차 우주의 실재와 인생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
적 차원의 관심으로 전환된다. 배재고보의 교육환경은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서양 보
편사상과 문학･예술･체육 등 교양학문, 직업활동과 독립사상 교육을 두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배재고보를 졸업한 숭산은 당시로서 흔치 않은 일본 유학을 감행했다. 침략 받는 국가의 학
생이 침략자의 나라에서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배우러 간 것이다. 그는 일본 동양대학(東洋大
3)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47쪽.

152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學)에 입학하여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배웠고, 자신의 종교철학을 확립하고 성숙시켜 나갔다.
배재고보와 동양대학교 철학과 공부를 통해 집약된 숭산의 종교철학은 그의 동양대학교 학사
학위논문인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1941)으로 종합된다. 또한 일원상을 중심
으로 자신의 종교철학을 종합한 ｢일원상연구｣(1967)를 발표하여 논문형식을 갖춘 원불교학 최
초 연구논문이 된다.
마지막은 ‘종교철학의 활용기(1968-1986)’다. 숭산은 1985년 8월 이상비 교수에게 친필로
나의 일생이란 글을 써 주었는데 그 속에는 “일본에서는 교양서적, 교육, 철학, 명저소설, 시
등 동서양의 고대 현대의 것을 모조리 읽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만족해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세상에 낳다면 무엇하나를 해놓고 죽어야 하지 않느냐, 백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남겨놓을 것을 결심하고 학교사업을 하게 된
셈이다. 35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에 바쳐왔다”4)고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그는 종교 창시자의
장남이었지만 종교지도자 지위를 세습하지 않고, 해방 후 교단의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과업
이었던 대학 설립과 발전에 일생을 바쳤다. 자신의 유년기‧청년기를 통해 치열하게 확립한 종
교철학을 기반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와 교단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다. 숭산은 1946년
유일학림 학감을 시작으로 1951년 원광초급대학 학장, 1972년 종합대학 승격 후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원광대학을 오늘날의 명문 사학으로 만들었다.
또한 숭산은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한국사회와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는 각종 국제종교모임(WCRP, ACRP, WFB 등)의 교단과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원불교와 한
국종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원불교의 관점에서는 교단을 세계에 알리는 교화의
의미가 있으나, 세계 불교계나 종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화・생활화・대중화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원불교의 사상과 활동을 숭산을 통해 알게 됨으로써 종교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
가 되기도 했다. 또한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출범했을 당시 숭산이 초대회장에 피선되
어 정부와 대학 간의 의견조율하고, 회원대학 간의 상호 협력,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대학교육에 관한 정론지 대학교육를 발간하는 등 한국대학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했
다.5)
4) 김성택,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286-287쪽.
5) 필자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숭산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활동을 해 왔던 단국대 전 총장(현 명
예이사장) 장충식 선생을 만 나 숭산에 관한 인터뷰를 했다. 숭산이 초대회장을 맡 을 당시, 장충식 선생은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숭산을 이어 2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인연이 있었다. 장충식 선생이 기억하는 숭산
은, 한마 디로 훌륭 한 인품의 교육자이자 종교인이었다. 정부 고위관료들이나 타대학 총장들이 함부로 하
지 못 하는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했다.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와 대학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출
범한 기구였던 만 큼, 초대회장 선출에 수도권 대학 총장이 아닌 지방 사립 대 총장이 맡 은 것은 상당히 파
격적인 인사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측 인사나 대학총장들이 숭산의 인품과 리 더쉽에 대한 신뢰가 있었
기에 그가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 가 없었다고 한다. 숭산이 서울 출장을 올 때면 줄곧 교육
부에 들러 대학정원 확보를 위해 많 은 노력을 했고, 지방대와 수도권대학 간의 차별적인 정책에 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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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길진, ｢창간사｣, 대학교육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5쪽.

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한 5공화국에서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대학생을 각 대학에서 직접 기소하는 내
용의 법 계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시도하려 했으나, 숭산의 반대로 정부의 입법 시도가 무산되
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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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종교철학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숭산의 유년 시절에는 소태산의 문하에서 직
접 종교훈련을 받았고, 불법연구회 회상창립 과정을 훈습 받으며 ‘종교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
다. ‘종교철학의 형성 및 성숙기’라 할 수 있는 숭산의 청년, 장년시절은 배재고보, 동양대학
유학을 통해 동서양의 종교철학을 두루 섭렵하였고, 궁극적 진리에 대한 체득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써 종교의 진리는 하나임을 확립하는 ‘통종교적’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 ‘종교철학의 활
용기’에서는 원불교라는 종교의 틀을 넘어서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종교인으로서
사회와 세계를 무대로 종교철학의 궁극적 목적인 제생의세(濟生醫世)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여 주었다. 즉, 숭산의 삶에는 그 기저에 매우 ‘종교적’인 측면과 모든 종교철학을 아우르는
‘통종교적’인 면, 나아가 종교의 틀마저도 넘어서되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탈종교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종교철학 형성에 미친 요소
1. 청년기의 근대교육
숭산이 수학한 배재고보는 아펜젤러가 설립했다. 1887년 고종은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집’
이라는 의미의 배재학당 교명과 현판을 하사했다. 교육과정에서 수업은 세 가지 언어(언문, 한
문, 영어)로 진행되었다. 감리교 교리문답은 한글로 가르쳤고, 유교경전은 한문으로, 일반분야
(성경, 고대사, 화학, 물리학, 정치경제학, 노래 등)는 영어로 진행했다.6) 또한 학생들 스스로
가 학비를 벌 수 있도록 작업부를 마련했으며,7) 체육,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교육하는 등 전인교육을 지향했다.
배재학당 출신인 서재필은 1886년 모교에서 1년 동안 서양의 역사, 지리, 정치를 강의했다.
1898년에는 윤치호가 과학 강의를 했다. 갑오경장 이후 사회개혁을 위해 귀국한 이들이 배재
학당에서 서양의 학문을 강의한 것은 이후 배재학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8) 1919년 3.1운동
때 학생 간부들이 기숙사에 모여 만세운동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학교장 신흥우는 3.1운동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
유로 배재고보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신임을 받아 교장직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을 정도로 사
6) 최청순, ｢헨리 G. 아펜젤러의 교육에서 본 배재안항교육의 요소｣, 대학교양교육연구 6권, 2021, 78쪽.
7) 1934년 회보 8호에 숭산의 산문시 <공장생활>에서도 알 수 있듯, 숭산도 직접 공장노동을 경험했다.
8) 류방란,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사학연구 8집, 1998,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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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식은 상당히 높은 학교였다.
학술대회 준비 과정에서 입수한 숭산의 배재고보 학적부 내용을 토대로 숭산의 청소년기 상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재고보 학적부 상, 보호자[正保]는 호주이자 부친인 소태산이며,
제2의 보호자[副保]에는 이경길(李瓊吉, 구타원 이공주의 호적명)이다. 소태산과 구타원의 신
분은 양반(兩班), 직업은 농업(農業)이다. 숭산이 배재고보 재학 당시의 거주지 주소는 ‘경성부
창신동 605’였는데, 이곳은 이동진화의 개인 수양처였다가 1926년부터 1934년까지 경성 출장
소로 사용되었고, 이후 돈암동으로 이사했다.
학적부 뒷면에는 숭산이 1학년일 때의 ‘가정정황(家庭情況)’이 명시되어 있다. 가정의 총 자
산이 1,000앤, 종교는 ‘그리스도교’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숭산이 1학년일 때
인품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성질性質

언어言語

동작動作

기호嗜好

장소長所

단소短所

상벌賞罰

지망 志望

온순溫順

명 료明瞭

민활敏活

소笑

순順

체体

무無

문사文士

위의 내용에 따르면, 숭산의 성격은 온순했고, 언어는 간단명료했으며, 민첩하고 활발한 활동
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순한 성격을 장점으로 갖고 있지만, 체력이 단점으로 기록했
다. 1학년 때 신장 164cm에 49kg의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5학년 때는 신장 176cm, 체
중 67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었다. 학적부 하단에 ‘蹴’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숭산
이 축구부 활동을 했다는 기록으로 보인다.
배재고보의 교육과정은 인문학과 과학, 언어, 경제,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전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학교인 만큼, 숭산이 배재고보에서 수학한 과목은 매우 다양했
다. 숭산이 배재고보에서 공부한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수신, 국어及한문(국어-강독, 작･문･습, 영문), 조선어及한문, 영어(강독, 작문･습자･문법･회
화), 역사, 지리 , 수학(산술, 대수, 기하, 삼각), 박물(식물, 동물, 생리 , 광물, 통론), 물화(물리 ,
화학), 법제及경제, 실업, 도서, 창가, 체조, 무도
숭산은 수신, 언어(한글, 한문, 일본어, 영어 등), 역사, 지리,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등), 법, 경제, 예체능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교육받았다. 유년기부터 종교적 심성을 훈련받
은 그가 배재고보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만나서 종교・철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뿐만 아니
라 이공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망라한 다방면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것이다. 이는 숭
산이 넓은 사고의 폭을 갖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종합대학을 경영하는 총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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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을 양성하는데도 큰 경험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배재에서의 교육과정은 숭산의
시야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안목과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꿈을 키우는 바탕이
되었다. 숭산은 학업성적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이었고, 조행(操行)에 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부와 인성 양면에서 모범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숭산은 선진교육시스템 속에서 종교, 특히 자신에게 생소했던 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고, 종교활동을 통한 신앙심 훈습했다. 또한 구국을 위해 중국 남경대학 입학을 준비
할 정도로 사회의식이 고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구국과 구세를 위한 실
마리를 보다 근본적 차원인 철학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중국유학을 포기하고 일본
으로 철학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철학공부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확장이나 출세에 있지 않고, 구국과 인류구원이라는 문제의식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고자 했던 종교적 서원(誓願)에 바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37년 3월 배재고보를 졸업한 숭산은, 곧바로 일본 동양대학(東洋大學) 유학을 떠난다. 동
양대학은 일본 최고의 철학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1858-1919)가 설립한 학교였다. 이곳
에서 숭산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郎, 1856-1944)와 같은 최고의
학자들에게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배우며 종교철학을 확립하고 성숙시켜 나갔다. 동양대학에
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마츠모토 세이치 교수의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
은 생략한다. 다만, 숭산이 동양대학 일반학과와 전문학과 과정을 통해 수학한 8개 분야 41개
교과목에 대한 정보는 숭산의 종교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다.
과정

분야

전문학과

철학

교육학
동양철학사개론
일반학과

서양철학사개론
기타

과목 명
철학특수강의
철학실습 - 흄
철학실습 - 어거스틴
철학실습 - 버클리
현대독일철학
교육철학
현대독일철학
철학실습
철학실습 - 아리 스토텔레스
교육학
교육학개론
동양철학사개론 (근대)
서양철학사개론 (근대)
서양철학사개론 (고대)
서양철학사개론
미학개론

학년
1
1
1
1
1
2
2
2
3
2
3
1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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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심리 학
선택과목
윤리 학

사회학개론
일본철학
국체신도(國體神道)(國體學)
불교학개론
철학개론
종교학개론
지나철학론(支那哲學論)
종교학개론
인도철학
교련(敎鍊)
교련
교련
영어
영어
영어
아동심리
심리 학
심리 학개론
심리 학
심리 학
동양윤리 학
서양윤리 학
윤리 학개설
동양윤리 학
서양윤리 학

1
1
1
1
2
2
2
3
2
3
2
1
1
2
3
1
1
2
2
3
1
1
2
2
2

숭산의 학사학위논문인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은 단순히 쇼펜하우어의 형이
상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 철학의 핵심문제를 짚어가면서
그들의 논의를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숭산이 전문학과 철학분야에서 철학실습, 현대독일철학 등의 과목을 통해 서양정신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숭산은 교육학, 종교학, 인도철학, 사회학,
미학, 심리학, 윤리학 등 다양한 최신학문을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해 갔을 뿐만 아니라
훗날 숭산이 원광대학교를 설립하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정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확보
하여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춰 가는데 중요한 혜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인들과의 인격적 만 남
숭산의 종교철학은 학문을 통한 형성 못지않게 각 종단의 종교지도자들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배움도 크게 작용했다. 숭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지도자를 꼽으라면 단연 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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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일 것이지만, 여기서는 원불교 교단 밖의 인물과의 만남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숭산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동래 범어사에서 강영명(姜靈明)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열흘 간 머물렀다. 강영명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개혁을 주장하며 '범행단'을 조
직하여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양하고자 했던 인물 중 하나다. 선교 양면에서 한국불교를 대
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준 종교인이었다. 또
한 구례 화엄사에서 교학에 매진하여 전문강원에서 후학 양성에 일생을 바친 진진응 스님을
찾아가 불교경전의 정수를 배우고자 한 일도 있었다.9) 숭산의 끊임없는 학문적 노력과 구도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1958년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에서는 한국근대불교를 대
표하는 청담·동산 스님, 해방 후 진각종의 종조가 된 손규상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의 반열에서 이들과 교우했다.
숭산이 만난 종교지도자 중 '가가와 도요히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가와는 1888년 출생,
1916년 프린스턴신학대학교 신학학사학위 취득한 후 귀국하여 전도활동 및 사회사업활동을 한
목회자이자 사회운동가다. 그의 단행본 사선을 넘어서(1920)는 다이쇼 시대 최고의 베스트
셀러였고, 1921년 가와사키-미쓰비시조선소 노동쟁의 촉발 시 가가와가 참모로 지도했다. 가
가와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했으며, 가난한 농민들을 위
해 일본농민조합을 만드는 일에 정열을 쏟았다. 그는 일본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상다한 인
지도를 갖고 있었는데, 1936년 한 해만 해도 미국, 캐나다에서 75만 명이 그의 연설을 들었으
며, 1940년 그가 일본의 군사체제에 위반된 기사를 출판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을 때, 뉴욕타
임즈는 ‘일본의 간디가 체포되다’라는 1면 톱기사를 냈다.10)
숭산이 가가와를 찾아간 시기는 동양대학 유학 중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숭산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가가와에게 종교의 본질문제와 사회에 기여해야 할 봉공문제 그리
고 신앙자세 문제들을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청했다고 한다. 또한 숭산이 가가와에게 신(神)의
존재를 묻자, 가가와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이게 신이다’라고 했다. 동양대학 유학시절 일체
존재의 진실재를 추구하던 숭산에게 가가와의 이 문답은 성리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숭산
은 가가와를 만난 후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나는 이분을 만나고 사무여한의 전무출신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다. 권위와 안일로 종교를
방패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념과 현실의 이원화로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은가? 나아가 교단주
의에 빠져 안목을 좁히고 있지는 않은가?”11)

가가와는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의 정수를 체득한 구도자였고,
9)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61쪽.
10) 로버트 실젠, 가가와 도요히코 평전, 신앙과지성사, 2018, 20-21쪽.
11)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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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종교철학을 현실세계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실천가였다. 숭산은 그러한 가가와를
통해 종교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숭산이 만난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정리해보면, 일본사상계의 이노우에 데쓰지로, 가가와 도요히코, 스즈키
다이세쯔, 한국불교계의 강영명・진진응・청담・손규상 스님, 미국불교계의 리차드 A. 가드 박
사 등이 있다. 이들과의 영향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 원불교 사상과의 영향관계
김정용 박사는 숭산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숭산은 배재고보와 동양대학 교육, 그리고 다방면
의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서도 “이러한 사상적 편력은 총부에
돌아온 후, 대종사의 훈증을 통해 하나로 융합되면서 주체적 자각으로 연결된다”12)고 평가했
다. 즉, 숭산은 다양한 종교철학을 아우르는 통종교적 입장에서 학문을 해오면서도 그 중심에
소태산의 훈증과 원불교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숭산의 사상을 꿰뚫
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숭산은 정당한 주견(主見)을 세운 후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대종경 수행품 27장)는 소태산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 중 하나인 것이
다.
숭산은 이리보통학교 수학시절부터 주말이면 총부에서 숙박하며 소태산의 훈습을 받았다. 경
성 배재고보 수학 기간에도 줄곧 불법연구회 경성출장소에서 생활하며 수도생활과 학업을 병
행했다. 숭산이 경성출장소에 생활을 시작한 1931년 당시에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가 재가교무
로 근무했으며, 구타원은 배재고보 시절 숭산의 부보(副保) 역할을 했다. 1932년 11월 경성출
장소가 창신동에서 돈암동으로 이사했고, 응산 이완철과 육타원 이동진화가 경성교무로 임명되
었다. 소태산은 1935년 7월과 1936년 7월 경성지부 하선에 직접 주석하여 회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 1935년 하선에서는 불교혁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요 등에 관한 설법을 했다.
또한 1936년 하선에서는 <특별강습회>를 개최하여 교리법문을 설했다고 전해진다.13)
숭산의 학문활동과 원불교 교리형성과정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불교 교리 형성 과정과 숭산의 학문활동의 연도별 비교>

원불교 교리 형성 과정

숭산의 학문활동

1932.4 보경육대요령 발행(양대 요도)

1931.4 배재고보 입학

1935.4 조선불교혁신론 발행(일원상)

배재고보 수학 중 경성출장소에서 생활

12) 김정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113-114쪽.
13) 방길튼, 소태산, 서울을 품다, 원불교출판사. 2016, 498-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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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3 배재고보 졸업
1937.9‧10 회보 38호에 정산의 ｢일원상
에 대하여｣ 발표

1937.4 동양대학 예과 입학
1938.4 동양대학 문학부 철학과 진학

1937.12 회보 40호에 소태산의 법설 ｢
일원상을 모 본하라｣ 발표
1939.11 불법연구회근행법에 <심불일원
상내역급서원문> 발표

1938.7‧8 회보 46호에 소태산과 숭산의
문답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발표
1939.4-6 회보 54-56호에 서대원의 ｢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 집필 시 숭산의 자료
제공
1940.12 동양대학 학사학위논문 ｢실제의

1941.1 <게송> 발표

연구-쇼펜하우어를 위주로｣ 발표
1941.3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

1943 불교정전 발행
…
…
1961-62 정전 및 대종경 편수활동
1962 원불교교전 발행

1967 ｢일원상연구｣ (원광대 논문집) 발
표

여기서 네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숭산이 경성 배재고보 재학 중 불법연구회의
교리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서가 발행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는 불법연구회 교리사
상을 최초로 종합한 보경육대요령(1932)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 교서를 통해 ‘일원상’이 최
초로 공개되며 불교혁신의 교리와 제도를 집약한 조선불교혁신론(1935)이다. 이 두 교서는
불법연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리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교서였고, 두 교서가 발행된 이
후 불법연구회의 교리사상, 특히 일원상을 중심으로 한 교리체계의 급격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러한 불법연구회의 활발한 교리형성과정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이를 섭렵하려고 노력한
인물이 바로 숭산이었다. 배재고보 유학의 목적이 폭넓은 종교인이 되기 위함이었으며, 불법연
구회의 가르침을 주(主)로 삼고 제사상을 종(從)으로 하고자 학문을 시작한 숭산에게 보경육
대요령과 조선불교혁신론의 발행은 원불교사상에 기반하여 제종교를 종합하는 구심점 역할
을 하기에 충분했다. 실제 동양대학 학사학위논문 ｢실제의 연구｣의 결론을 두 교서의 핵심사상
으로 채우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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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소태산과 숭산의 역사적인 문답인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먼저 이
문답이 행해진 시기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대학교 학칙 상 전학기(前學期)는
4.1-10.31, 후학기(後學期)는 11.1-3.31이며, 하계방학은 7.11-9.10, 동계방학은 12.25-1.7
까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회보 46호(1938년 7‧8월)에 발표된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법문은 숭산이 동양대 예과 1년을 마치고 문학부 철학과에 진학하여 첫 학기를 보낸 뒤 하계
방학을 맞이하여 익산총부를 방문한 1938년 7월 즈음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시기는 숭산의 철학적 문제의식이 가장 깊게 형성되어갈 무렵이며, 숭산이 철학 공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 문제가 바로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원상
과 인간과의 관계는 훗날 학사학위논문의 주제인 ‘실재(實在)의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불법연구회에서는 1935년 일원상이 공식 등장한 이후, 일원상에 관한 교리해석이 다양하게 발
전하게 된다. 그 중 소태산의 명에 의해 원산 서대원이 집필한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은 총 3
회에 걸쳐 회보에 연재된 일원상 교리에 관한 대표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대원이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숭산은 불교 선사들이 언급한 일원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
게 된다.
셋째, 숭산은 원불교교리를 최초로 학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숭산은 보경육대요령과 조선불교혁신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학사학위논문의 결론을
구성하면서 원불교교리를 학술논문에 최초로 소개했다. 또한 1962년 원불교교전이 발행된
후, 원불교학 최초의 연구논문인 ｢일원상연구｣(1967)를 발표하여 원불교 사상의 종지인 ‘일원
상’을 학문의 영역에 등장시켰다. 숭산의 ｢일원상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원불교학계에서
는 일원상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만 총 50여 편이 발표되었고, 그 연구성과는 원불교사상연구
원의 첫 사상총서인 일원상진리의 제연구 上,下(1989) 두 권으로 집대성 되었다.
넷째, 숭산은 소태산 열반 후, 정전･대종경 편수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편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원불교의 교리체계를 정리하는데 일조한다. 1961년 12월 정산종사는
‘대종경 및 정전의 편수완결촉진에 관한 종법사특별유시’를 내리며 정화사 감수위원 5인 중 숭
산을 포함시켰고, 1962년 6월 원불교교전 초안 최종감수 때 대산종사(당시 종법사)를 대신
하여 숭산이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숭산은 “최소한의 자구수정하는 정도로 하자.”
는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 결의사항으로 ‘정전 자구수정 및 재간의 건은 가급적 자구수정만을
원칙을 정하게 되었다.
또한 대종경 변의품 8장의 일월성신과 정령 법문을 보존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를 두고 의
견이 분분하였는데, 삭제 측 의견은 소태산이 천문학자도 아닌데 현재 과학이 구명 중에 있는
천체에 정령설을 결부시키는 것은 분야외의 언급이므로 삭제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14) 숭산의 ｢실제의 연구｣ 후반부 결론 부분은 새로운 도덕으로서 사은(四恩) 사상, 불상숭배를 진리 신앙으
로 하자는 신앙의 혁신, 삼대력 양성을 통한 원만 한 인격을 갖춘 원인(圓人)이 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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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숭산은 대종경 감수과정이 소태산의 법설의 내용에 대한 가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문이 소태산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 올바로 적혔는가 아닌가를 가려 소태산의 말
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자는 것이라는 큰 방향을 지적했다. 당시 종법사인 대산종사도 이 법
문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론을 모으라’고 감정했다.
종합해보면, 숭산은 원불교의 교리형성 과정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종교철학을 형성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원상교리의 형성과정에서 소태산의 중요한 법설을 이끌어냈고, ｢일원상
의 유래와 법문｣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나아가 정전과 대종경 편수 과정에서는
그 동안 형성된 종교철학을 바탕으로 소태산의 사상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
었다.
(이하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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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대학은 기능상 학습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가치 있는 삶과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규범 및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대학
생의 보편적 신념체계 및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의 원
동력이 된다. 대학의 학습 가치로서 어떤 종류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어떤 종류의 실천적 기
능과 태도 및 성향을 증진시킬 것인가는 대학경영의 책임자인 총장의 교육관과 운영철학에 크
게 의존한다. 한 사람의 교육관, 즉 교육적 사고는 교육을 특정 방식으로 바라보는 기준점이
되고, 운영철학은 곧 대학의 학습공동체 문화를 결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숭산 박길진 총장은 1946년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림의 학감으로 임명된 후 1986년
총장 재직 시 열반에 들기까지 40여년 간 오직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셨다.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는 격언이 있다. 이는 존재가 행위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간의 행위는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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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존재자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1) 인간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테두리에서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여진다. 유전적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시절의
체험 및 자라온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2) 그런 까닭에 숭산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성급
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우리는 그에게 원불교 정신에 바탕한 교육관을 실천한 교육
자라는 개념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종교인이라는 선입관을 덧씌운다.
숭산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종교가로서 숭고하게 살다 간 삶의 궤적을 원
불교의 범주 내에서 존재자로서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전수하는 데에 기여했다. 물론 그러한 연
구는 중요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그것은 일종의 과거 지향적이고 분절적이며 원불교적 삶의 네
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진 닫혀진 연구 형태이다. 오늘날과 같은 변혁의 시대에는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그러한 연구 형태의 거부를 통해 비로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숭산의 교육철학 - 숭산의 교육관 및 대학 운영 철학 - 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숭산의 교육철학이 갖는 혁신성과 그 의미를 새롭게 밝혀내고자
하는 창발성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들에 대하여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기법이란 ‘어떤 주어진 보고서나
문헌에 나타난 주장이나 준거를 알아내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Krippendorf(1980)는 내용분
석을 “기존 자료로부터 상황(context)에 맞는 타당한 추론을 하는 연구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숭산의 교육철학이 내재하고 있는 요소인 숭산의 교육관 및 대학교 운영
철학 등을 분석유목의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숭산의 교육철학의 분류항목은 <표1>과 같다.
<표1> 숭산의 교육철학 분류항목
주제
숭
산
의
교
육
철
학

분류 기준
교육관

대학
운영철학

시사점

분류 항목
∙지덕겸수
∙도의실천
∙도덕성 교육
∙인간교육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특성화
∙도덕적 가치 기반 리 더십
∙대학운영의 기조 방향 정립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 인성
∙교육관에 나타난 교육자로서의 자질
∙운영철학에서 나타난 변혁적 리더십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역할

분석 결과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실천교육
▹도덕성을
특성화한 대학경영

▹혁신성과 창발성

1) 강두호,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지향된 인간상의 존재론적 이념형｣, 도덕윤리 과교육 제66호, 2020, 28
쪽.
2) Eckhart Tolle, Stillness Speaks, 진우기, 고요함의 지혜, 서울: 김영사, 2004,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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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의 교육철학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은 숭산의 교육사상과 관련된 자료들을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주로 사용된 자료들은 일원상과 인간과
의 관계(1985) 그리고 사후에 출판된 숭산문집(2006) 등이다. 대종경강의(1980), 숭산
종사 예화집(1984), 숭산논집(1996) 등은 그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부가 자료로 참
고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중앙 일간지와 원대신문에 투고된 기사들, KBS
와의 대담, 당시 숭산 총장을 보좌했던 분들의 녹취록 등 숭산 관련 자료 등이다. 분석자료 선
택에 있어서 논문집 혹은 보고서 형태로 확인 가능한 것, 원불교사상연구원을 통해 내용이 알
려진 것, 웹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I장 시작하는 글로,
제Ⅱ장은 숭산의 교육관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숭산의 교육관이 대학의 운영 철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제Ⅳ장에서는 현대교육에의 시사점을 찾고,
제Ⅴ장에서는 맺는 글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Ⅱ. 숭산의 교육관
숭산의 교육관은 대학 설립 당시 그가 설정한 ‘지덕겸수, 도의실천’이라는 교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유일학림의 초대학감에 부임한 이래 열반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한 교육관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
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와 덕과 도의실천이 겸비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는 그러한 교육이념을 스스로 ‘인간교육’으로 부른다. 그는 인간본성의 절대긍정 하에
인간의 본래 모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그러한 교육을 참된 인간교육으로
본 것이다.3)
“그의 교육이념은 지덕겸수 ⋅도의실천이라는 원광대학교의 교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목표는
단순히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와 덕과 의의 실천이 겸비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란 학문의 연찬. 덕은 인간적 품성의 함양,
도의 실천은 정의로운 기상의 배양 등으로 풀이할 수 있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병행의
공부를 통해 원만한 인격을 기른다는 원불교 교과이념과 매우 상통함이 드러난다. 학문 이전에

3) 김정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숭산문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
구원, 2006,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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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구실을 못해준다면 참인간이라 할 수 없
지 않을까? 인간은 본래 선한 마음으로 태어났지만 어두운 욕심이 선을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본연의 선을 복구해서 선을 생활화하는 인간이 참인간의 길이라 생각한다. 즉 숭산종사는 인간
본성의 절대 긍정 하에 이런 본래 모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그런 교육이
참된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숭산의 교육관은 KBS TV 출연 대담(1985)에서 피력한 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도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이 지성(知性)에 대한 것만을 교육을 시켰지, 덕성(德性)에 대한 교육
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도의(道義)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성과 덕성을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도의를 우리 인류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을 만들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택(2004)은 숭산의 교육관을 인성교육관으로 표현하고 있다.4)
“숭산 총장님은 교육 중에 으뜸교육은 인성교육이요, 도덕교육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특히 학
생들이 인사를 할 때 눈만 깜빡한다던가 고개만 까딱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질책을 하셨다.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대학의 교훈이 지적겸수 도의실천인데 도덕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이런 도덕교육을 ‘종교와 원불교’
시간에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 같은 숭산의 교육관의 형성 배경은 그가 재직 당시 만연된 교육사상의 영향이 컸을 것으
로 본다. 그는 당시의 교육사상이 서구의 공리주의가 정상적으로 전개되기 이전의 열등적 공리
주의에 함몰되어 있다고 보았다. 열등적 공리주의란 이해타산하는데 아직 미숙해서 목전의 이
익만을 따질 뿐 먼 장래의 문제나 넓은 대중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줄 모르는 미숙한 단계
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의식구조를 말한다.5)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도덕적인 인
격구조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서 숭산은 이러한 교육관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교육의 방향｣(1975)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교육을 단지 학교교육으로 국한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
장하고, 독서교육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며, 다양한 외국의 교육사례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의 편협성과 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하고 있다. 주된

4) 김성택,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 숭산종사 추모 기념대회 자료집, 2004, 144-145쪽.
5) 한정원, ｢숭산종사의 교학사상｣, 원광,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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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지향
당시 전 세계의 교육은 미국의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의해 아동중심의 교육이 대
세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숭산은 어린아이에 편중된 교육, 과보호 아동교육은 자칫 덕성
교육의 근본적인 우를 범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의를 실천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중심의 교육, 노인중심의 교육, 여성중심의 교육도
균등하게 시행해야 한다.
둘째, 마음의 수양(修養)에 노력을 기울이는 교육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서하는 습관을 권장하되 2차 문헌보다는 원전(原典)을 즐겨 읽는 습관을 추천하고 있
다.
셋째, 주체성이 결여된 사대주의 교육의 지양
이는 맹목적인 자국중심문화교육이 아닌 선진 외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활동은 수용하되 사
대주의 교육의 편협성을 극복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교육개혁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숭산은 왜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실천교육’ 이념을 제시하고, 그러한 교육관을 대학
운영 시 구현하고자 했을까? 전문지식과 기능 분야의 교육이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전문교육이 전문적이기만 하고 인간적이지 못하다면, 인간교육의 문제는
결국 인간에 관한 교육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라기보다 전문교육이 전문적이기만 한데서 오는
문제로 인식한 것은 아닐까?6)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본다. 그가 생각하는 교육은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와

덕이 균형을 이루는 인간교육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가 지향하는 성취지향적
인 가치관을 결코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숭산 역시 고등교육의 기능은 일
차적으로 학문과 기술교육을 통한 집단지성과 인류문명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음을 총장 취임
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7) 오히려 그는 인간교육이 전제될 때, 고등교육이 집
단지성을 이끌어내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규범과 가치관에 비판할 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지식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고
등교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숭산은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한 바와 같이 “정신 없는 전문
인, 가슴 없는 향락인”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8)으로 인식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물질
6) 조용기, 교육의 쓸모 , 서울: 교육과학사, 2005, 234쪽.
7) 박길진, ｢지덕 겸한 학풍을｣, 《전북일보》, 197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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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벽하니 정신도 개벽하자’는 원불교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고등
교육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문화지체란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W. F. Ogburn)이 
사회변동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정신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물질문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숭산은 도덕성 교육이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전문지식 및 기술 일변도의 교육을 통해 성취라는 환영에 휩싸여
주체적 삶을 살아갈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빌헬름 슈미트(W. Schmid)가 언
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체험이 중요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 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인 ‘자기강화의 교육이 필요하다.’9)
정리하자면, 숭산의 교육관은 한마디로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실천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의 교육관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은 도덕성 교육이고 인간교육이 곧 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켜야만 한다.10)

Ⅲ. 숭산의 원광대학교 운영철학
숭산은 1951년 원광대학이 설립되어 초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총장 재직 중 열반에 들
기까지 40여 년간 명실상부하게 대학을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이다.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철저하게 자신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지와 덕과 도의 실천이 겸비된 전인적 교
육을 교육의 본질로 보고, 그러한 실천적 의지를 기르는 교육이 수반될 때 참된 인간교육이 완
성된다고 본다. 대학 경영자로서의 숭산의 삶의 여정은 지덕이 있는 실천교육으로 점철되어 있
다. 즉 그는 지덕(知德)을 겸수(兼修)하고 도의(道義)를 실천하는 교육이념의 구현자였다. 나
아가서, 이러한 실천교육관을 바탕으로 숭산은 ‘도덕성을 특성화한 대학경영’을 대학 운영철학
의 기조로 삼고 있다.
“사람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우주 안의 기운을 타고 났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에 의
하여 활동을 한다, 천태만상인 인간 속에서 아름다운 본성을 끄집어 내야 한다. 이 역할은 교
육이 맡는데 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개성을 계발, 특히 인간성 개발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11).
8) Weber, Max, 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Capitalism, 박문재, 프로테스탄트 윤리 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현대지성, 2018, 408쪽.
9) 안관수ㆍ송현,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11호, 2013, 790쪽.
10) 吉澤昇⋅爲本六花治⋅堀尾輝久, Emil, 김동일⋅김성원 역, 파주: 양서원, 2004, 325쪽.
11) 박길진, ｢신입생 제군에게｣, 《원광대학신문》, 197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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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인간관을 기반으로 교육관을 정립하였으며, 대학 운영철학의 기조 역시 이러한
교육관을 기반으로 한다.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특성화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의 특성화 전략은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구체화된
다. 그는 도덕교육이 이론이나 지식 습득이 아닌 실천적 의지로 행해지기 위해서 도덕 교과목
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교훈을 실천적 교육목표로 정립하였다. 그는 초급 단과대학 수준이던
1953년부터 대학의 교육과정에 ‘저명 학자 초빙 공개강좌’, ‘교양독서제’ 등의 덕성영역 분야의
교양강좌 개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강 교과목인 ‘교육실습’ 을 ‘교육실습 및 교육윤리’
로의 명칭변경을 통해 교직윤리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정규 교양교육과정으
로 ‘종교와 원불교’, ‘선과 인격수련’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12). 이러한 덕성영역 교육과정의
편성 및 배치는 오늘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의 독보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숭산의 교육적 성과가 교육부로부
터 공인되어 교양교육과정 우수대학, 인성교육분야 특성화대학, 마음인문학사업, 포스트-마음인
문학사업, 시민교육사업 거점대학 선정, 인문사회중점연구소 선정,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 대
상｣수상,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이르기까지 파급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
다. 이는 숭산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도덕대학의 초석을 다져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교육의 본질은 도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라는 그의 교육관을 기저로 하고 있다. 물론 그가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의 혁신성을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식교육,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전
문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교육의 중시 풍조를 경계한다. 과학교육의 진정한 발전
은 도덕교육의 토대에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발현되고 촉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 물질만능에서 오는 정신부재의 현실에서 공익성이 사라지고 전통적 관습이 무너지면
서 갖가지 범죄가 늘어나게 되는데는 교육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13)

12) 김혜광, ｢숭산의 교육사상｣,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숭산문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233쪽.
13) 박길진, ｢도의실천｣, 《전북일보》, 197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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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고등학술의 이론을 통해서 지도적 인격을 도야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된 소이를 알며 장차 전 인류에게 어떠한 공헌이라도 끼치
고 상부상조한다는 인간의 본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14)

2.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 더십
오늘날 지속가능한 가치를 대학이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학 총장은 지식을 주도하는 학자임과 동시에, 대학 발전을 위한 비
전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행정가의 역할이 강조된다. 최고 경영자가 무능해서 무엇
을 하는 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치와 행
동거지가 진정성이나 청렴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당신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나 지시
를 믿겠는가?15). 또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매사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다 보면 조직의 리더
는 윤리적 쇠퇴의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해 리더십이나 조직원들 힘으로
억제되지 못하는 경우 선을 넘는 행동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더 이상 잘못된 행위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직원들은 리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시하면서 행동 기준을 지키고 복원해주기
를 남몰래 바랜다. 리더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윤리는 쇠퇴하며, 낮은 가치 기준이 꽈리를
틀게 된다. 용인할 수 없는 행태들이 조직으로 스멀스멀 침투한다16).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바로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도덕적 가치
의 실천’과 ‘조직의 신뢰문화 조성’의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도덕적 가치의 실천은
총장 재직 시 자신의 인생을 술회한 구도역정기에 잘 나타나 있다17)18) ‘공평’의 정신은 “항
상 마음 먹기를 사리사욕을 떠나야겠다고 했고, 사실로 떠난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대학을
경영하면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 친척이나 원근 친소를 특별히 생각한 일이 없었다. 언제든지
공평무사하게 처결하여 왔다”. ‘검약’의 정신은 그가 살던 방이나 유품을 구경한 사람이라면 누
구나 놀라게 된다. 너무 크기가 작고 소박하기 때문이다. ‘포용’의 정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
날을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겼던 것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엄격히 꾸짖되 그래서 되겠
느냐고 스스로 따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살아가자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
고 용서하는데 노력하는 마음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의 신뢰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바꾸어 생각해 보자
14) 박길진, ｢지덕연찬에 힘쓰라｣,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曙苑》 창간호, 1952, 258쪽.
15) Caslen, R. & Matthews, M. D., Character edge : leading and winning with integrity, 오수원, 인성
의 힘: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웨스트포인트 리 더십 훈련의 비밀, 파주: 리 더스북, 2021, 339쪽.
16) Caslen, R. & Matthews, M. D. 같은 책.
17) 정현인, ｢숭산 박광전의 생애와 사상｣, 원불교 인물과 사상,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0.
18) 박혜명 , ｢창조적 지성, 인간교육에 심혈을: 숭산 박광전 종사편｣, 구도역정기,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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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나의 좌우명｣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조직의 신뢰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운영 시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자애로웠던 숭산의 리더십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사는 친근친소에 끌리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기의 잘못은 엄격하게 자책하고,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용서한다.
셋째, 우리 인간은 다 관세음보살과 같은 아름답고 자비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러니 나도 관세음보살이라고 자기를 존중히 생각한다. 그러면 부당한 일을하게 될 경우가 되더
라도｢나는 관세음보살인데 부당한 일을 해서 되느냐｣하면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게 된다.
“여생에서나마 동포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를 더 얻고싶은 바람으로 좌우명도 아닌 몇가지
방법을 적어놓고 거울삼아 미흡한 스스로를 닦고, 한편 남에게도 권하며 산다. ....
매사에 처지를 바꾸어 판별하는 좋은 습성을 길러, 남의 허물은 덮고
용서하며 잘못은 언제고 내 탓으로 돌리는 심성으로 살아가련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즉 신뢰, 공평, 검약과 같은 도덕적 가치의 실천과 포용성을 통한 조직의 신뢰문화 조
성의 리더십으로 가늠할 수 있다.

3. 대학운영의 기조 방향 정립
1972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원광대학교의 위상은 크게 변모하였다. 전환기 시대에 총장은
조직운영과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대학운영의
기조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숭산은 변화된 대학 위상에 걸맞게 미래 사회의 인
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대학운영의 기조 방향을 제
시하였다2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 중심 대학 경영
당시 지방 소재 대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의약학계열 단과대학을 신설 유치함으로서 입학자원이 풍부한 단과대학 중심 대학경영을 위한
입시전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인문학 발전의 토대 구축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서울대학교 철학과 전원배 석좌교수 초빙을 비롯해서, 윤흥길, 이상비,
19) 박길진, ｢바꾸어 생각해 보자｣, 《조선일보》, 1976년 8월 7일.
20) 한길량, “길산이 기억하는 숭산” 원광대학교 개교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학
술대회 자문위원 간담회, 20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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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영, 박범신, 양귀자 안도현 등의 걸죽한 작가를 배출함으로서 한국 문단 및 대학 인문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셨다.
셋째,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숭산은 “박사를 배출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는 신념으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신설함으로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넷째,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시민적 인재 양성
숭산은 고등교육이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 시민적 인재를 양성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루소가 인간을 참된 자유인 –시민- 으로 만들려면 그 터전인 사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페스탈로치는 공민을 시민의 타락한 상으로 보았었다. 페스탈로치의 논리는 얼핏보아 이해가
엇갈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한탄하고 염려한 것은 소극적인 공민적
성격이었지 사회적 의무를 배격한 것은 아니었다. 즉 사회적 권리에 무관심하여 한갓 법과 도
덕만 존중하는 유약성을 경계했던 것이다.21)

숭산은 대학이 루소보다는 페스탈로치의 시민관을 기반으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본다. 양자 모두 교육은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는 사회비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22) 루소에 따르면 문명사회
속에서 살면서 인간을 동시에 자연인과 시민으로 키울 수는 없다.23) 반면에 페스탈로치는린
하르트와 겔 투르드에서 사회는 도야됨, 즉 도덕적 발달에 의해 모든 사람의 타락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개별자로서 인간의 도덕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24) 따라서 교육은 도덕성 및 인간성 회복을 통해 소극적인 공민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숭산과 페스탈로치는 사회 속에서 시민
양성을 위해 교육을 의도하고 도덕성을 실천한 교육자로 볼 수 있다.

21) 박길진, ｢교육의 방향｣, 《한국일보》, 1975년 12월 5일.
22) 김철, ｢교육사상에서의 ‘교육적 관계 비교: Pestalozzi의 인간존재방식에 근거한 교육사상의 관점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0권 제3호, 2015, 51쪽.
23) 김영래, ｢교육원리 로서 자기보존: 루소 교육관의 현대적 재음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3권 제1호,
2008, 6쪽.
24) 정영수, ｢페스탈로치의 탐구에 나타난 이상적 인간상｣, 한독교육학연구 제2권 제1호, 1997,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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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교육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숭산의 교육철학 분석을 바탕으로 그의 교육관 및 대학 운영철학이 현대교
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 인성
미국의 철학자 멈포드(L. Mumford)는 그의 저서기술과 문명에서 현대사회가 과학, 기술,
자본주의, 거대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주의적 정부가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여 거대한 기계
(mega Machine)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명은 인간의 가
치 문제에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강력한 힘을 지닌 이 거대기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25). 그는 자본주의와 현대 문명의 소산인 기계의 결합은 '목적 없는 물질주의'(purposeless
materialism)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가치 부재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성교
육의 부재에서 오는 사회적 폐해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장에서 인성이 새로운 핵심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성은 인
간다운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성교육의 목적은 덕의 함양을 통해서 인간다운 품성을 갖춘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26). 소위 학점이나 토익점수와 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인재보다는 인성
이 올바르게 형성된 인재를 선호한다. 인성이 올바르게 형성된 신입사원은 직무수행에서 우수
한 업무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많은 대학들은 후마니
타스 칼리지(인문교양대학)를 운영하고, 때로는 인문고전에 대한 독서교육을 권장하는 추세이
다. 인성은 대학 구성원과 조직에 힘을 부여하고, 개인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절
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숭산은 인성을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도덕교육을 대학 경쟁력 제
고를 위한 핵심역량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였다. 그는 도덕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을 그의
저서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덕교육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행위의 자율적 규범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체득케 하
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도덕교육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행위의 실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인격을 개조시
키는 교육, 그리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27)28)
25) Lewe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문종만 , 기술과 문명 , 서울: 책세상, 2013, 24쪽.
26) 강선보 외, 인성교육, 파주: 양서원, 2008,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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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형성의 기저는 도덕성이다. 도덕성의 외재화된 특성이 곧 인성이다. 그러므로 도덕교육
이 인성교육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적 지식을 통해 가능한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배울 수 없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듀이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에 관한’ 수업이 아니라 ‘도
덕적’ 수업이다”29). 일주일에 두 시간 하는 도덕수업을 네 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 모든 수업들이 도덕적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듀이에 의하면, 학교사회가 명실상부한
공동체로서 운영되고, 수업내용으로서의 지식이 본래 사회적 성격에 충실하고, 수업방법이 자
기 활동을 보장받게 되면, 교육은 자연히 도덕적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30). 인성교육이 곧 도덕
교육이 되어야 하고, 도덕교육은 지식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실천교육이 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숭산과 듀이의 인성교육관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숭산의 교육관에 나타난 교육자로서의 자질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이는 성공적인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라
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명에교수인 Nel Noddings는 “학교의 제일 우선
순위가 지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는 완전한 통념”을 거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유능하고, 배려하며, 다정하고, 예의바르며, 매력적인 사람을 만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을 민주시민사회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
는 사람들과 교육의 역할이 미래 노동자에 대한 투자로 보는 경제적 이윤,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이라고 믿는 사람들 간의 이분법적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31). 오늘날 수월성 교육은 오로
지 지적인 학습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성취도와 직결이 된다. 이처럼 교육이 내재적 동기보
다는 외재적 동기를 끌어내는 데에 치중할 때, 학생은 노력이나 과정보다는 능력과 결과에 관
심을 갖게 된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 그 이상”이라고 말한 John Dewey의 말을 음미해볼 필요
가 있다.
숭산의 교육관은 종교적 심성에 바탕한 인간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페스탈로치의 교육철
학과 유사하다. 페스탈로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능(머리), 심정(가슴), 기능(손)의 능

27) 김혜광, ｢숭산의 교육사상｣,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숭산문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230쪽.
28) 박길진,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141쪽.
29) J. Dewey, "Moral Principles in educ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5, p. 60.
30) 조용기, 교육의 쓸모 , 서울: 교육과학사. 2005, 232쪽.
31) Kohn. A., What does it mean to be well educated?, 안관수ㆍ이영욱, 교육을 잘받는다는 것, 고양:
공동체, 2015,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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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골고루 개발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전인교육의 사상가요 실천가였다. 페스탈로치는 늘 인
성교육을 직업교육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학교는 그러므로 기능적인 교육
보다는 늘 인간됨을 먼저 배우는 인간학교(Menschenschule)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다32).
페스탈로치와 유사하게 숭산의 교육관은 지식과 덕성을 겸비하고, 도의를 실천하는 사상으로
일관된다. 그의 도덕교육에 대한 신념은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인간교
육으로, 인성교육으로, 때로는 도덕교육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숭산의 교육관에
나타난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지식과 덕성을 겸비하고, 도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교육자는 실천적 행위자이어야만 한다. 교사는 교육자이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목적의식이 분
명할뿐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은 안중에도 없는 단순한 기
능인이 되어서도 물론 안 되지만, 목적의식만 갖고 있는 관념인에 불과해서도 곤란하다33)

3.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에서 나타난 변혁적 리 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란 미국의 정치학자 번스(J. M. Burns)가 처음 사용한 리더십 용어로, 리더
가 조직의 미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제시함으로서 조직의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확고한 비전과 사명감,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개별적 배려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변
혁적 리더는 무엇이 인기 있고 기존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지 보다는 무엇이 옳
고 바른 것인지에 집중한다34). 특히 이같은 변혁적 리더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 바로 도덕
성이다. 리더에게 도덕성이 전제될 때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비전과 사명감
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숭산은 총장 재직 시 ‘공평, 검약, 포용’의 정신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실천하고 조직
의 신뢰문화 조성을 위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공도자의 본을 보였다. 그는 “공은 타인
에게, 책임은 자신에게”라는 생활신조를 몸소 실천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대학 운영
시 구성원들에게 확고한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에서 성공한 수많은 리더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비결은
단지 전문성이 아니다. 지도자로서의 조망능력, 용기, 친절, 겸손이라는 인성 강점을 조직 구성
원들에게 멘토링할 때 저절로 나온다35). 그러므로 숭산 리더십의 원천은 ‘인성의 힘’이다. 따
32) 김도일, ｢페스탈로치에게 배우는 인간교육｣, 《한국기독공보》, 2014년 3월 24일.
33) 조용기, 앞의 책, 2005.
34) 최우재. ｢변혁적 리 더십이 적응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28권 제4호, 2021,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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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숭산의 변혁적 리더십은 곧 인성 기반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숭산의 변혁적 리더십은 셀러의 ‘본보기이론’(Vorbildtheorie)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교사는 가능한 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확고한 도덕적 신
조, 즉 자신의 인격의 가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덕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만일
교사의 참된 도덕적 신조가 학생에 의하여 간취된다면 이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한 본보기로 작
용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는 자신을 본보기로 내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격이 본보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셀러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은
학생이 해당되는 규범의 도덕적인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때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36).

4.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역할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에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
방대 졸업생의 취업난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날로
쇠퇴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고등교육인구의 균형배치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숭산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시기 전부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재 대학의 기
능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교육의 방향 재고, 뚜렷한 비전과
교육이념,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특성화 등을 통해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37)38).
첫째, 대학교육의 방향 재고(再考)
숭산은 대학 경영에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보았다. 교육의 방향을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대학교육의 방향 을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나는, 지식 및 기술 위주의 교육에서 인간의
심성계발도 동시에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대학교육
이 자기개발(self-development)에서 자기계발(self-improvement)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한다. 자기개발은 지식 또는 기술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반
면에 자기계발은 지혜 또는 심성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교육의 본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학위 취득, 평정심 유지 등과 같이 자기계발에 대한 결과물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이 수
35) Caslen, R. & Matthews, M. D., Character edge : leading and winning with integrity, 오수원, 인성
의 힘, 파주: 리 더스북, 2021, 215쪽.
36) 강선보 외, 앞의 책, 2005.
37) 박길진, ｢뚜렷한 교육관 앞서야｣,《전북일매 일신문》, 1970년 1월 21일.
38) 박길진, ｢지덕 겸한 학풍을｣,《전북일보》, 197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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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육보다는 덕육 위주의 교육, 즉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와의 대담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39).
△ 선우 = 졸업생이 주로 투신한 사회분야는 어딥니까.
△ 숭산 = 주로 교육계라 하겠습니다. 교육목적이 사회활동과 일치한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는 지육보다 덕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 일반에 부족한 것이 덕육이 아닌가
합니다. 지식의 주입에 기울어서 인격교육이 부족합니다.
△ 선우 = 덕육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 숭산 = 사람이 자아완성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예의입니다.

간단한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사는 바로 예의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둘째, 뚜렷한 교육이념에 의한 학사 운영
“여느 최고학부의 교육 기관들이 거의 같겠지만 지방대학일수록 앞으로의 비젼은 재단의 성장
보다 먼저 뚜렷한 교육이념 아래 성실 일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셋째,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특성화 강조
당시 숭산은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로 도입된 예비고사제도를 “당연히 시정돼야 하는 착오된
입시제도”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제도의 후유증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다40).
“이 입시제도가 정부가 지향하는 도시권 분산과 균형발전에도 저해를 가져오니까 지방분산된
생산공장이나 교육기관을 하루 빨리 육성해서 지방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뒷받침의 제도가 긴
요하다. 또한,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각 대학의 기능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보장이 앞서야겠
습니다.”

Ⅴ. 맺 음말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실천교육
도덕성을 특성화하는 대학경영

39) 박길진, ｢지육보다는 덕육을｣,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481쪽.
40) 박길진, 앞의 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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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숭산의 교육철학 - 숭산의 교육관 및 대학 운영 철학 - 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숭산의 교육철학이 갖는 혁신성과 그 의미를 새롭게 밝혀내고자
하는 창발성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들에 대하여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숭산의 교육관은 함축하자면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실천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숭산 은
교육자로서 평생 지와 덕이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삶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교육관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은 도덕성 교육이고 인간교육이 곧 교육의 목적이며, 온전
한 인간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교육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교육의 본질은 곧 도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그
의 교육관을 기저로 한다. 그의 대학 운영철학은 함축하자면 ‘도덕성을 특성화하는 대학경영’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그가 오랜 기간 일관되게 도덕대학의 초석을 다져온 결실로 인해 도덕성이
원광대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성과가 교육부로부터 독
보적인 교육과정으로 공인되어 다방면의 국책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은 곧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파악된
다. 이는 신뢰, 공평, 검약과 같은 도덕적 가치의 실천과 포용성을 통한 조직의 신뢰문화 조성
의 리더십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선제적으로 1972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변화
된 대학 위상에 걸맞게 중장기 대학운영의 기조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현대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통해 숭산의 교육철학이 갖고 있는 혁신성
과 창발성을 밝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으로서 인성
둘째, 숭산의 교육관에 나타난 교육자로서의 자질
셋째, 숭산의 대학 운영철학에서 나타난 변혁적 리더십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역할
숭산의 교육철학은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선정 및 편성을 통해 구현이 된다. 이는 교
육과정 속에 무엇이 강조되는 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요소는 학
문 기반 교육과정, 직업 기반 교육과정 그리고 도덕 기반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문
기반 교육과정은 지식에, 직업 기반 교육과정은 기능에 그리고 도덕 기반 교육과정은 가치에
중점을 둔다. 학교가 미래를 살아가는 좋은 시민을 만들 수 있는가? 만일 학교가 민주적인 시
민됨을 가르치는 최적의 장소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도덕 기반 교육과정의 편성을 간과할 수
없다. 숭산은 도덕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구체화한 교육철학의 소유자
였다. 그러므로 숭산은 한 시대를 앞서 간 인간교육을 지향한 실천교육자요, 도덕성을 특성화
할 정도의 혜안을 가진 탁월한 대학경영자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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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원불교를 창립한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 박중빈(朴重彬, 1891-1943, 이하 소태산)
은 미래의 종교계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고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유람할 제,
그 중 몇몇 나라에서는 각각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 나라 여자와 동거하여 자녀를 낳아 놓
고 돌아왔다 하자. 그 후 그 사람의 자녀들이 각각 그 나라에서 자라난 다음 각기 제 아버지를
찾아 한 자리에 모였다면, 얼굴도 서로 다르고 말도 서로 다르며 습관과 행동도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얼른 서로 친하고 화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그들도 차차
철이 들고 이해심이 생겨나서 말과 풍습이 서로 익어지고 그 형제가 되는 내역을 자상히 알고
보면 반드시 골육지친(骨肉之親)을 서로 깨달아 화합하게 될 것이니, 모든 교회의 서로 달라진
내역과, 그 근원은 원래 하나인 내역도 또한 이와 같으므로, 인지가 훨씬 개명되고 도덕의 빛
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된다.1)
1) 원불교전서(익산 : 원불교출판사, 2017년, 이하 정전, 대종경, 교사, 정산종사법어 등은 이 원불교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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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세기 초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태산이 미래 사회를 전망하면서 종교적 세계관과
미래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원불교 교단의) 사업 목표는 교
화ㆍ교육ㆍ자선의 세 가지이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을 것이
다”2)라고 부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태산의 삼대사업 중 ‘교육사업’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
해 원불교 교단은 1946년에 유일학림(唯一學林)을 설립하였다. 당시 원불교의 제2대 종법사였
던 정산(鼎山) 송규(宋奎, 1900-1962)는 이 유일학림의 개교식에서,
그대들은 먼저 유일(唯一)의 참 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
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제생 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 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
원세계(一圓世界)의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효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
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3)

라고 훈시함으로써 원불교와 원불교가 설립한 교육기관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방향, 즉
세계화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유일학림이 오늘날의 원광대학교로 발전하였는데, 올해(2021년)가 바로 원광
대학교 개교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원광대학교의 전신 유일학림의 초대 학감(學監)이며,
1951년에 원광대학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초대 학장(學長)을 담당하였고,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초대 총장(總長)에 취임하여 장장 40여 년에 걸쳐 원광대학교
의 설립과 발전을 이끌어 온 숭산(崇山) 박길진(朴吉眞, 법명은 光田, 1915-1986, 이하 숭산
이라 칭함)이 서거한 지 35주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숭
산의 국제활동’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무척이나 뜻깊게 생각된다.
숭산은

앞에서

언급한

원불교를

개교한

소태산과

십타원(十陀圓)

양하운(梁夏雲,

1890-1973)의 사남매 중 장남으로 1915년에 태어났다. 숭산은 아버지 소태산의 심모원려(深
謀遠慮)에 따라 서울에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5년여
에 걸쳐 동양대학(東洋大學)을 졸업하였다. 이러한 숭산의 구학(求學) 과정은 그가 향후 국제
적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 직접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숭산은 귀국 후 유일학림과 원광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책임을 맡았을 뿐 아니라 원불교 중
앙총부에서도 교무부장(1943)ㆍ교정원장(1948)ㆍ수위단원(1953)ㆍ원불교 개교 반백년기념사
업회 회장(1964) 등 중요 직책을 맡아 원불교 교단 행정에 깊이 참여하여, 교단 발전의 기틀
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며 , 이는 별도로 부주하지 않는다. ), 대종경(大宗經) ｢전망 품(展望品)｣ 13장,
386쪽.
2) 원불교전서, 대종경(大宗經) ｢부촉품(咐囑品)｣ 15장, 407쪽.
3) 교사(敎史),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 (創立) 제5장 교단체제(體制)의 완비(完備) 3. 유일학림 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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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숭산에 대한 여러 방면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숭
산의 교단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와 발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숭산
이 1946년 5월 1일에 유일학림의 초대 학감에 취임한 이후 1986년 12월 3일 열반할 때까지
를 시간적 범위로 삼고, 내용적으로는 숭산이 원광대학교 총장 및 원불교 직책을 가지고 전개
한 국제교류, 해외방문 등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그 의미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숭산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연구는 그동안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그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그가 발표한 논문이나 글과 언행록 등이 정리되었으며,4) 특히 원광대학교가 개교60주
년을 기념하면서 추모 문집이 간행되기도 하였고,5) 그의 열반을 기념하기 위해 일부 잡지나
학술지에서 특집호가 발행되어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고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
다.6) 특히 숭산문집의 ｢숭산 박광전종사의 행적｣(25-41쪽)에서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주요
활동 내역을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은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거나 소개되지 않은 숭산의 저술이나 글 그리고 관련 자료
를 찾아냄으로써 숭산 관련 자료가 상당히 보충ㆍ정리되고 있다.7)
그렇지만 본 논문의 주제인 숭산의 국제 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지금까지 그의 생애와
사상 등을 다루는 논문 속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8) 독립적 주제로
다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숭산이 원광대학교(전신인 유
일학림도 포함)에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포부를 대학 교육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국제 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4) 崇山宗師 例話集, 이리 : 원불교출판사, 1984 ; 박길진,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이리 : 원광대학교출판
국, 1985 ; 박혜명 , ｢숭산 박광전 법사편: 창조적 지성, 인간교육에 심혈을｣, 구도역정기, 익산: 원불교
출판사, 1988.
5)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崇山論集,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원불교사상총서 6) ; 숭산종사추모 기
념대회 아! 숭산종사,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숭산
문집: 한 떨기의 꽃이 성실하게 피어 있다(이하 숭산문집이라 칭함),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6) 원광1987년 2월호에 특집 ‘숭산 박광전종사 추모 우뚝 솟은 뫼 , 밝은 福田’이 마 련되어 6편의 추모 글
과 그의 주요 논저를 정리 하였다. 또한 원광1996년 12월호에 ‘숭산종사 열반 10주기 특집 움직이는 山
거룩한 삶’이 마 련되어 그에 대한 추모 글들이 발표되었다.
7) 박맹 수,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 숭산 박길진 박사 관련 자료 해제: 조선일보게재 숭산 관련기사를 중심
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9집, 2021.09.
8)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앞의 숭산문집 ; 한정원, ｢숭산종사의 교학사상｣, 원광 151호, 1987 ;
박혜명 , 앞의 글 ; 정순일, ｢숭산 박광전의 생애와 사상｣, 원불교 인물과 사상,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
교사상연구원, 2000 ; 양은용, ｢숭산 박광전 종사의 생애와 사상｣, 앞의 숭산종사추모 기념대회문집 ;
김정용, ｢숭산종사의 생애와 사상｣, 앞의 숭산종사추모 기념대회문집 ; 송천은, ｢숭산 종사의 종교관: 일
원상을 중심으로｣,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10집, 2018 ; 정순일, ｢숭산의 철학세계｣ ; 앞의 숭산종
사추모 기념대회문집 ; 김성택, ｢숭산종사의 경륜과 중심사상｣ ; 앞의 숭산종사추모 기념대회문집 ; 허
석,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一圓思想)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5집, 2020.

184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Ⅱ. 숭산의 세계관 형성 배경
숭산이 원광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먼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영원한 스승이자 아버지인 소태산으로부터의 지
도와 교육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을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은 원불교를 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하기를,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중략),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 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
에 노력하자.9)

라고 하여 국한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의 중생들에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태산은,
(전략) 같은 한 물건이지마는 한 사람에게만 주면 그 한 사람이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또는
한 동리나 한 나라에 주면 그 동리나 나라에서 즐겨하고 갚을 것이요, 국한 없는 세계 사업에
주고 보면 전 세계에서 즐겨하고 갚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국한 있게 쓴
공덕과 국한 없이 쓴 공덕을 비교한다면 국한 없이 쓴 공덕이 국한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없이
더 크다.10)

라고 하였다.
또한 소태산의 주요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사은(四恩)사상인데, 이 중에는 동포은(同胞恩)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동포 보은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
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
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후략)11)

라고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는 곧 그가 펼치고 있는 사은사상과 중생 제도 사업의 대상이
9) 원불교전서, 대종경(大宗經) ｢서품(序品)｣ 17장, 106-107쪽.
10) 원불교전서, 대종경(大宗經) ｢변의품(辨疑品)｣ 27장, 251-252쪽.
11) 정전(正典), ｢제2 교의편(敎義編) 제2장 사은(四恩) 제3절 동포은(同胞恩)｣,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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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 없는 대세계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태산의 사상은 그의 아들 숭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숭산의 세계관 형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 숭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었다. (중략)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는 어린 나에게 나의 잘못한 조목을 암기하도록 하셨다. (중략) 생각할수
록 꿈같은 어린 시절, 비문명지대 영산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정신세계의 단련은 그 누구에게 뒤
지지 않는 과정으로서 종교적 본질로 다가서는 기초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정
신문명의 산실에서 나는 거침없이 자랐고 삶의 방향과 지침을 배우고 닦을 수 있었다.12)

이렇게 숭산은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통해 심대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의 세계관이 점차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숭산은 영산에서 보낸 유년시절에 원불교
초기 창립과정의 역사, 즉 1917년의 저축조합운동, 1918년의 방언공사 그리고 1919년의 법인
성사 등을 어린 나이였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소성대(以小成大)ㆍ사무여한(死無餘
恨) 등의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은연중 몸에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숭산의 구학(求學)시기의 여러 활동은 또한 숭산의 세계관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
을 주게 된다. 숭산은 1921년 7세 때부터 동네에 있는 서당을 다니면서 기초교육과 인성교육
을 받았다. 그 후 1925년 11세에 다소 늦은 나이로 간단한 편입시험을 보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한 후 이듬해 익산으로 전학하여 1931년 3월까지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게 된다.13) 숭산은 이렇게 작고 궁핍한 시골마을 영산을 벗어나 비록 작지만 도회지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그의 안목과 시야도 넓어지게 된다.
그 후 숭산은 1931년 17세에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로 유학(遊學)을
떠나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부친의 종교 사업을 계승할 계획으로 기독교 계통
의 학교인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하였던 것이며, 현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독교 연구
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숭산의 서울에서의 유학생활은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지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
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의 예배에도 참석하고, 이 예배에 초청되는 저명인사들의 설교
나 강연을 들으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종교적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 한편 3학년 때 ｢평화와
자유｣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듣고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감명을 받아 중국으로의
유학(留學)을 계획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포기하였다. 이후 쇼펜하우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다양한 사상적 탐색 끝에 마침내 1937년 4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양대
학(東洋大學)에 입학하게 된다.14)
12)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앞의 숭산문집 , 46-47쪽.
13) 김혜광, ｢숭산의 교육사상｣, 앞의 숭산문집, 220-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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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의 동경유학은 그 목적이 분명하였다. 불법연구회 교법을 주체로 하고, 이 법을 더욱 폭
넓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철학과 제(諸) 종교를 두루 연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불어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학을 비롯하여
불교ㆍ기독교 등 종교와 관련된 서적 그리고 각종 문화 관련 서적 등 동서고금을 망라한 많은
책들을 섭렵하였다. 그 결과 그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고, 우주와 인
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15)
숭산은 유학하면서 시간을 내어 여러 종교를 순방하면서 그 종교의 교리ㆍ제도를 살펴보고,
그 종교의 깨달음의 내용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명 사찰을 방문하여 일본에서의 불교
혁신 그리고 생활불교로 정착된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였고, 승려를 만나 선문답(禪問答)도 나
누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방학 때 귀국했을 때 소태산에게 보고하여 원불교 교단에 참고
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기독교도 방문 하였는데, 특히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가와 도요
히꼬(賀川豊彦)를 방문하여 그가 전개하는 빈민 선교사업ㆍ농민조합 조직ㆍ노사협조 단체 조
직 등의 각종 봉사활동의 실질적 내용을 배우기도 하였다. 이는 원불교 사무여한(死無餘恨)의
전무출신정신과 봉공(奉公)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숭산의 유년시기 서당에서 학습할 때부터 동경유학 때까지 일련
의 수학과정은 그가 아버지 소태산의 종교적 사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기초
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촌벽지에서 해외로 진출하면서 그의 시야와 안목을 세계로 향하
게 하여, 향후 그가 교육 사업에서 펼칠 국제 활동의 기반을 갖추게 하였다.

Ⅲ. 숭산의 국제 활동 전개
숭산의 국제 활동은 1946년 유일학림으로 시작한 원광대학교가 1951년 9월 당시 문교부로
부터 초급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1953년 1월에 다시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가 승인된 이
후17)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숭산이 처음으로 국제적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56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
국을 방문한 이후 유럽 8개국과 아시아 4개국 등을 방문하여 교육계와 종교계를 시찰하게 되
면서부터이다. 이 때 거둔 성과로 해외의 불교 및 종교 단체와의 교류의 계기가 마련되어 원불
교 및 원광대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18)
14)
15)
16)
17)
18)

박길진, ｢나의 修學時節｣, 앞의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265-266쪽.
박길진, ｢내가 걸어 온 길｣, 앞의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267-269쪽.
숭산의 동경유학생활 관련해서는 박길진, ｢나의 삶, 나의 꿈｣, 앞의 숭산문집, 54-64쪽을 참고함.
원광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원광대학교 60년사, 익산: 원광대학교, 2006, 59쪽과 63쪽.
교사편찬위원회, 원광대학교 40년사, 이리 : 원광대학교, 1987,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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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숭산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의 국제 교류 활동은 숭산이
서거하는 1986년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면서 오늘날 원불교와 원광
대학교의 국제화ㆍ세계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숭산의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기록
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먼저 30년에 걸
친 숭산의 국제 교류 활동 내역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숭산의 국제 활동 내용
연도

월

나이

내용

1937

3
4
4

1941

3

27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 졸업, 귀국

1943

4

29

원불교 교정원 교무부장 취임

1946

5

32

유일학림 설립 , 초대 학감 취임

1948

4

34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취임

1951

9

37

원광대학 설립 인가 초대 학장 취임

1936

근거 자료

22

배재고등보통학교 졸업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적부

23

일본 유학. 東洋大學 입학

일본 동양대학 학적부
일본 동양대학 학사 합격증서

1956

1

42

미국 국무성 초청 미국 방문,
이후 유럽, 아시아 12개국 순방

원광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숭산
문집 74-83쪽 ; ｢구미각국의 불교
상황｣, 원광 14호(1956년, 25~29
쪽) ; 1956년 ｢구미별견초｣원광
15호(1956년, 58~61쪽)

1958

11

44

태국 개최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한국대표로 참가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와서｣
원광 26호(1959년, 10~17쪽)

1960

11

46

원광대학교 해외포교연구소 설립
초대 소장 취임

원대신문제15호｢원불교를 국제적
으로-해외포교
선교연구회구성｣
(1960년12월15일자)

1962

12

48

해외포교연구소 영문잡지
WON BUDDHISM창간

1963

11

49

재일거류민단 초청 일본 방문
교육계, 종교계 시찰

｢세계적 원불교에의 토대를 더욱 굳
게｣원광44호(1964년, 73~78쪽)

56

일본 쿄토 개최 세계종교자평화회의
(WCRP)제1차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동아일보1970년10월30일자, 석간
5면 (사회면 ) ; 원불교신문1970년
11월1일자 ; 원대신문제121호
(1970년11월7일자)

1971

57

일본 요코하마 쓰루미 개최
세계연방평화촉진종교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원불교신문1971년6월1일자

1972

58

원광대학교 종합대학 승격
초대 총장 취임

58

대만 문화(文化)대학과 자매 결연 체결,
명 예철학박사학위 수증

1970

1972

10

12

원대신문제156호(1972년12월1일
자) ; 동아일보1972년12월7일자,
석간 6면 (사회면 ) ; 원불교신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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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72년12월10일자)
제1회 한일불교학학술회의 개최
일본 불교대학과 자매 결연 체결(양교 총
장의 정식 서명 은 1974년 4월에 이루어
짐)
일본 불교대학 초청 방문,
강연 및 불교계시찰

양은용,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의 40
년의 회고와 전망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0집(2011년)

1973

5

59

1974

2

60

1974

7

60

원불교사상연구원 개설
초대 원장 취임
원불교신문134호,1975년1월25일
자, ｢박광전 문동현씨 向台(향태)｣ ;
원불교신문135호,1975년2월10일
자, ｢박광전 문동현씨 귀국｣

원광대학교 40년사

1975

1

61

대만 개최 중화민국 한중종교협의회에
원불교 대표로 참가
종교계, 교육계 시찰

1975

11

61

일본 오사카 개최 한일종교인협의회 참가

원광대학교 40년사

1976

2

62

일본 오사카 개최 한일종교인협의회에 한
국 대표로 참가

원불교신문1976년2월25일자, ｢박
길진 법사 渡日 한ㆍ일종교협의회
참석차｣

1977

2

63

북수마 트라 이슬라믹대학 침구연구원 고
문에 위촉

1977

3

63

필리 핀 개최 세계침구학술회의 참석
세계침술상 수상

1977

9

63

한일불교교류협의회 고문에 위촉

1978

7

64

1978

9

64

1979

8

65

1981

3

67

유네스코 한국 전북협회 회장 취임
일본 도쿄 개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12차 총회에 참가, 종교계, 교육계 시
찰
미국 프린 스톤 개최 세계종교자평화회의
(WCRP) 제3차 총회 참가
태국 방콕 개최된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
(ACRP) 2차 총회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
가

1981

5

67

원불교 종교연합기구 창설준비위원회
초대위원장 취임

｢박광전 법사 세계 침술 학술회의
다녀와 본사 기자와 대담｣, 원불교
신문199호(1977년11월25일자)

원광대학교 40년사
원불교신문239호(1979년8월25일
자), ｢세계평화 종교자 대회에 참가｣
원불교신문280호(1981년4월16일
자), ｢아시아 종교연합 운영위원회의
｣
원불교신문284호(1981년5월26일
자), ｢종교연합 기구 설치 준비 위원
회 구성｣

1981

9

67

일본 불교대학 명 예문학박사 학위 수증

동아일보1981년8월27일자, 석간
6면 (사회면 ), ｢문화단신 (일본)｢쿄토
｣(京都(경도))불교대학에서 명 예문
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오는 30일
출국｣ ; 원불교신문295호(1981년
9월26일자), ｢경도 불교대학에서 한
일 불교학 발전에 공헌｣

1981

9

67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원불교 지부장
에 피선

원불교신문275호(1981년2월26일
자), ｢본교 세계 불교도회 가입｣

1981

11

67

인도 뉴델리 개최 ACRP 2차 총회 참가

원광대학교 40년사

1982

3

68

교토 개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일본위원회에 참가

원광대학교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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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4

71

홍콩 개최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
집행위원회에 참가

원불교신문381호(1984년4월6일
자), ｢ACRP 참석차 홍콩에｣

1984

8

70

스리 랑카 콜롬보 개최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제14차 총회에 참가

원불교신문394호(1984년8월26일
자), ｢세계불교도우의회 성황｣

1984

8

70

케냐 개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에
한국대표로 참가
아프리 카지역 종교계, 교육계 시찰

원불교신문394호(1984년8월26일
자), ｢세계종교자협 한국위 발족

1986

6

72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자평화회
의(WCRP) 국제이사회에 참가

원광대학교 40년사

1986

12

72

열반

이상의 <표>에서 정리한 내용이외에도 숭산과 관련된 해외교류 및 국제 활동은 원광대학교
에서 각 방면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러한 내용은 원광대학교 교사(校史)에 아주
상세하게 각 방면의 교류 내용을 게재하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19)
숭산의 다방면에 걸친 국제 교류 활동 중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활동
들을 몇 가지로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의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튼 것은 1956년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숭
산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12개 국가를 순방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해
외진출은 숭산뿐만 아니라 원불교 교단 및 원광대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숭산의 해외 활동이 원불교 교단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예화가 있다. 물론 당시의 사정으로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
두 주지하는 바이지만, 숭산의 이번 출국에 앞서 원불교 총부에서 개최된 성대한 환송회의 내
용을 보면 원불교 교단이 숭산의 이번 국제 활동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숭
산 출국 6일 전 환송회에서는 당시 총부 교무부장의 개회사와 정산종법사의 환송사(대독)가
있었으며, 각 기관을 대표하여 상산법사의 환송사와 꽃다발 증정 등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렇게 거교적 차원에서 숭산의 해외 시찰을 축송(祝送)했다는 것은 소태산의 일원사상을 전 세
계ㆍ전 인류에게 널리 알리고자하는 열렬한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숭산은 일본을 거쳐 하와이ㆍ샌프란시스코ㆍ뉴욕ㆍ워싱턴 등지를 방문하여 각 대학을
비롯하여 불교 단체와 사찰을 방문하여 현지 교화 방법을 견문하고, 향후 상호 교류 방안도 논
의하였다.20)
숭산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에 도착하여 대학교와 종교계를 시찰하면서 불교학 연
19)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79-183쪽, 367-373쪽, 1026-1060쪽 ; 앞의 원광대학교 60년사,
165-171쪽, 431-437쪽.
20) 박혜명 , 앞의 ｢숭산 박광전 법사편: 창조적 지성, 인간교육에 심혈을｣, 130쪽 ; 박광전, ｢구미각국의 불
교상황｣, 원광제14호, 1956, 25-29쪽 ; 박광전, ｢구미별견초｣, 원광제15호, 1956, 5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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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황을 파악하였고, 국제 불교 단체를 방문하여 원불교를 등록하고 상호 발행하는 잡지 등
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21) 또한 숭산은 스위스ㆍ독일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을 방
문하였고, 이집트를 거쳐 인도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에 제한이 있어서 폼페이 지역만 간단히 시
찰하였으며, 불교국가인 태국도 방문하여 소승불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22)
이렇게 구미 각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숭산은 미국에 대하여 신흥국가의 기운이 있고, 유럽은
우월감은 있으나 몰락의 기운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지역 모두 동양과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
다.23) 이러한 방문의 결과로 원불교 교단은 종교의 세계화라는 미래지향적 구체적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숭산은 이번 구미(歐美)지역에서의 교류활동을 진행하면서 방문하는 단체마다 원광대
학교의 약사(略史)와 원불교요람 그리고 원광대학교를 소개하는 책자 등을 배포하였고, 또
한 해외의 많은 대학과 종교단체로부터 도서를 기증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
니아대학 도서관ㆍL.A. 시립대학 도서관ㆍ인도 뉴델리대학ㆍ프랑스 파리불교동지회 그리고 영
국불교협회 등과 활발한 도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24) 당시의 국내 여건상 대학 도서관
의 장서 수집과 해외도서 구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희귀 도서 및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아카데믹한 특징을 구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둘째, 숭산은 세계 및 아시아의 각종 종교(인)협의체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에 한국을
대표하거나 혹은 원불교 대표로 참가하여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의 해외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본격적인 국제 교류의 서막을 열게 하였다. 숭산이 적극적으로 참가한 국제적
회의나 단체로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25),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아시아종교자평화
회의(ACRP), 세계연방평화촉진종교자대회, 중화민국종교협의회, 한일종교인협의회, 한일불교교
류협의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산의 1956년 미국과 유럽 방문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교 및 불교 단체와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 원광대학교와 원불교는 1958년 10월 9일 미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리차드 A. 가드
(Richard A. Gard)박사26)의 원광대학교 방문을 통해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
21) 박광전, 앞의 ｢구미각국의 불교상황｣, 27쪽.
22) 박광전, 앞의 ｢구미각국의 불교상황｣, 28쪽.
23) 박광전, 앞의 ｢구미각국의 불교상황｣, 29쪽.
24)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79-181쪽.
25)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개최하는 대회의 명 칭이 바로 “세계불교도대회”이다. 마 치 세계불교도대회와
세계불교도우의회가 별도의 모 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 다. ‘세계불교도우의회’의 영어 명 칭은 ‘World
Fellowship of Buddhist’이며 , 이니셜로는 ‘WFB’이다.
26) 리 차드 A. 가드(Richard A. Gard)박사는 미국의 불교학자로 1961년에 Buddhism이라는 저술을 통해
미국사회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기에 학계 및 일반대중에게 불교를 파급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에 원불교가 참여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1971년 원불교반백년기념대회에 방한하여 축사를 했으며 , 외국인 학자로서 원불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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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게 된다. 그는 당시 미국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의 특별 고문으로 일본의 2개
대학(大谷大學, 龍谷大學)과 태국의 방콕대학 그리고 미얀마의 랭군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신흥 불교인 원불교 교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인 삼론종(三論宗)과 관련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당시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
던 포광(包光) 김영수(金映遂)선생을 찾아보기 위해 원광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 방
문에서 가드 박사는 원광대학교에서 ｢불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자
신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불교 사진 등을 전시하기도 하였다.27)
이렇게 시작된 가드 박사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의 주선을 통하여 바로 그 해(1958년)
11월에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에 원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숭산
혼자 참가하게 되었다.28)
당시 이 단체에는 국내에서는 조계종만이 회원단체였기 때문에 원불교 대표인 숭산은 옵서
버(Observer)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의에서 다시 리차드 A. 가드박사를 만
난 숭산은 그의 도움으로 원불교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한 원불교 종법사의 메시
지ㆍ원불교의 각종 사업 등과 함께 원광대학교에 대한 내용도 보고함으로써 각국 대표들의 깊
은 관심을 받았다.29) 이번 회의를 통해 숭산은 원불교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World
Fellowship of Buddhist)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단체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가드 박
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기(旣)가입 단체의 추천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절차로 인하여 1980년 11월에 이르러 태국에서 개최된 제13차 WFB의 정기총회에서 비
로소 정식 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82년 2월에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청사 현관
에 ‘세계불교도회 원불교 본부-Won Buddhism Headquarters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라는 현판을 걸고 본격적인 국제간의 종교 교류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30) 이 일련
의 가입과정에서도 가드 박사의 도움과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숭산은 회고하
고 있다.31)
또한 숭산은 1963년 11월에 일본의 재일거류민단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하여 교육계,
종교계를 시찰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숭산은 일본의 불교단체ㆍ사찰ㆍ대학교ㆍ신흥종교 교
단 등의 포교방법ㆍ교단 운영방법 등을 조사하고 참고하여 향후 일본지역에 교당 설립 및 유

대한 논문을 써서 세계학계에 알리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불교대사전을 참고함.
27)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81쪽.
28) 조선일보 1958년 11월 21일자 조간 2면 에 ｢세계승려대회 파견대표 결정｣이라는 기사에서 숭산은 조
계종 대표 4인과 함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 1명 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말 하고
있는 ‘세계승려대회 ’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가 주관하는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박맹 수, 앞의 글(2021) 551-552쪽 참고.
29) 박광전, ｢제5차 세계불교도대회를 다녀와서｣, 원광제26호, 1959, 10-17쪽.
30)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7쪽.
31) 박혜명 , 앞의 ｢숭산 박광전 법사편: 창조적 지성, 인간교육에 심혈을｣, 132-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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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파견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32)
이후 숭산은 1970년 10월 일본 교토(京都) 국제회관에서 “비무장(非武裝)ㆍ개발(開發)ㆍ인
권(人權)”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제1차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33)에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를 대표하는 인물 3인과 함께 유일한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34) 이 회의에는 세계 10대 종교를 포함하여 40여개 국가의 주요 종교 성
직자ㆍ지도자ㆍ학자 등이 참가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온갖 요소들-전쟁ㆍ차별ㆍ빈부격차
ㆍ인권침해 등-을 모두의 힘을 합하여 제거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숭산을 비롯한 원불교대
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대산종법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재난이 있을 때 종교인들이 봉공
의 역량을 모아 모든 인류가 공생공영(共生共榮)할 수 있도록 앞장서자”고 제안하였다.35) 이
는 곧 종교적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종교적 유엔운동(UR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대표단은 다시 동경에 모여 “세계는 하나, 인류도 하나”라는 표어를 걸고 ‘세계
평화 기원의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36) 이번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에 한국 대표로 참가
한 원불교 교단의 4인 대표들의 활동은 국내 유력 일간지들이 보도하는 등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37) 이후 숭산은 WCRP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였는데, 1979년 8월에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개최된 제3차 총회에, 1982년 3월에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일본위
원회 연구집회에, 1984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에, 그리고 1986년 6월에
는 미수교 국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WCRP 이사회에 한국 종교대표로는 최초로
참석하였다.38)
또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와 관련하여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 Asian Conferen
ce on Religion and Peace)가 1976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22개국 161명의 대표와 세계 각
국의 옵서버 등 800여 명이 참가하여 총회를 열고 창립하였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원불교가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원불교를 대표하는 숭산은 5년 후 열리는 제2차 총회를 준

32) 박광전, ｢세계적 원불교에의 토대를 더욱 굳게｣, 원광44호(1964년, 73~78쪽)
33)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는 1968년 인도 뉴델리 에서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적 종교자회의에 참
가한 종교인들이 의견을 모 아 1970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39개국 300여명 이 참가한 제1차 총회를 열게
됨으로써 창립 되었다.
34) 이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에 참가한 사람은 숭산을 비롯하여 김삼룡ㆍ전팔근ㆍ이공전 등이다. 이
공전, 凡山文集 凡凡錄, 이리 : 원불교출판사, 1987, 223-250쪽. 특히 이공전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기록문이 실려 있다.
35) 이공전, 앞의 책, 228-229쪽.
36) 이공전, 앞의 책, 230쪽. 이번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원불교단의 4인 대표
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도 보도되는 등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37) 동아일보, 1970년 10월 30일자 석간 5면 , ｢强大國은 非武裝하라 京都 世界宗敎者 平和회의｣ ; 이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1970년 11월 3일자 종합 4면 에는 숭산의 ｢세계종교지도자 평화회의에 다녀와서
“인류는 인간가족”｣이라는 칼럼이 실리 게 된다. 또한 숭산은 ｢세계 인류에게 보내는 평화메 세지 세계는
하나요 인류도 하나다｣라는 글을 원광제68호(1970년)에 게재하기도 한다.
38)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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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위한 운영위원회(1981년 3월, 태국 방콕)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운영위원장을 담당하여
회의 진행을 맡아 ‘종교UR’의 창설문제를 만장일치로 본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총회에서 본격
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81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자평
화회의(ACRP) 제2차 총회에 참석하여 ‘종교UR’기구 창설 필요성을 다시 크게 홍보하였고, 또
한 차기 총회(1986년 개최 예정)의 주최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1984
년 4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ACRP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고, 8월에는 서울에서 ACRP 한국위원
회를 발족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숭산은 ACRP 86 서울대회를 원불
교가 운영과 진행을 담당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숭산 본인은 부회장에 피선
되기도 하였다.39)
1986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가교’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 제3차 총회가 열려 국내의 불교ㆍ기독교ㆍ천주교ㆍ원불교ㆍ유교
ㆍ천도교 등 6대 교단과 인도ㆍ일본ㆍ중국ㆍ인도네시아 등 15개국 450여 명과 옵서버 1,000
여 명이 참가하였고, 참가한 각국의 종교단체들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총회가 종료된
뒤 원불교는 ACRP의 주요 간부 등 중요 인사를 초청하여 원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하였고, 또
한 ‘종교UR’의 창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홍보하였다.40)
결국 숭산의 이러한 국제적 활동은 정산종사의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
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라는 삼동윤리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대산종사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구호로 이어지
면서 원불교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종교연합운동(UR)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다.
셋째, 숭산은 1956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지역 시찰 및 1958년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참
가 및 동남아 시찰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 교류와 원불교의 해외포교사업을 전담할 부설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숭산은 1960년 원광대학교에 해외포교연구회를 설
립하고, 스스로 회장에 취임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그 해 11월 24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1. 외국 서적 구입, 2. 계간으로 외국어 잡지 발간, 3. 정기회의에서
외국논문 1건 혹은 해외 종교뉴스 보고할 것, 4. 정기 집회 매월 1회 개최 등이다.41)
그 후 1년 뒤 1962년에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취득하여 ‘해외포교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
다. 이 연구소에서는 해외 각국의 종교 분포와 포교 활동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하고, 해외의
종교 관련 연구기관과 서신 및 문헌 교류를 통한 친선관계를 유지하였고, 아울러 원불교의 해
외포교 계획도 수립하였다. 이 해외포교연구소는 196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전팔근 교수가
39)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8-1059쪽.
40)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9쪽.
41) 원대학보 제15호, 1960년 12월 15일.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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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여42) 소장의 책임을 맡아 숭산의 포부와 계획을 계승하게 된다.43)
해외포교연구소의 주요 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외국어 기관지 Won Buddhism을 발행하고 해외 각국의 주요 기관에 배포한 것이다. 이 기관
지는 1962년 제1호가 창간된 이래 반년간으로 출간하여 해외 26개국 300여 종교 및 교육 단
체 그리고 각 대학의 도서관에 배포되어 해외포교와 문화교류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 1963년 7월에 최초의 외국인 입교자가 생겨난 이후44) 외국인 입교자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45) 또한 일본ㆍ영국 등의 불교잡지에 Won Buddhism이 소개되기도 하였으
며, 해외의 불교사전이나 연감에도 수록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46)
이 연구소의 두 번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원불교 교서 번역이다. 이 번역 작업
은 전팔근 교수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후 소장을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원광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외국인들의 도움도 받아 1971년 4월에 영역본 원불교 교전이
출판되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1975년 9월에 일역본 원불교 교전이, 1979년에는 일역본 원
불교사가, 1980년에는 원불교 예전이 간행되었다.47) 이렇게 원불교 각종 교서의 외국어로
의 번역작업이 바로 해외포교연구소에 의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원불교 해외
교화의 밑거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소의 세 번째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내외 원불교 교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제수련대회이다. 1974년 4월 제1회 수련대회를 미국의 L.A.에서 개최한 것을 시작으
로 격년으로 1982 제5회 대회까지 진행되었다.48) 물론 이 수련대회는 숭산이 이 연구소 소장
으로 있으면서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숭산의 적극적 지휘 아래 진행된 것으로 원불교의 해외
교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숭산은 원광대학교와 해외의 유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술교류를 비롯하여 교
수ㆍ학생들의 파견과 교류를 추진하였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상대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

42) 전팔근는 원광대학교 교수로 최초로 로타리 장학금을 받고 1967년 7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Texas
Women’s University에 유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372쪽.
43) 앞의 원광대학교 60년사, 232쪽.
44)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거주하는 Ralph. L. Goggin이 Won Buddhism을 보고 영역본 교전을 보내
줄 것을 희망 하는 등 해외포교연구소와 교류하다가 입교하여 원일광(圓一光)이라는 법명 을 받았다.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368쪽 참고함.
45) 1964년에 미국인 원법광(圓法光)ㆍ원도실(圓道實)이, 그리 고 독일인 원정각(圓正覺) 등이 입교하였고,
이후 국내외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입교자가 생기게 되었다.
46)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367-371쪽.
47)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0쪽 ; 앞의 원광대학교 60년사, 232쪽. 그러나 일역본 원불교 교전
의 간해에 대하여 원광대학교 40년사에서는 1975년 9월이라고 하고 있으나, 원광대학교 60년사에서
는 1971년 9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일역본의 번역작업이 6년이란 기간이 소
요됐다는 기록이 있어서, 영역본 출간시점을 고려하면 1975년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하여 1975년이라고
기재하였다.
48)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55-1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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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원광대학교가 해외의 대학들과 교류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
다. 숭산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된 해외의 주요 대
학으로는 대만의 문화대학(文化大學)과 일본의 불교대학을 꼽을 수 있다.
대만의 문화대학과는 1972년 12월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이 결연 협약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숭산은 자매학교 협정서에 조인하고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49) 이후 양교는
상대방 대학의 관계자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양교를 졸업
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의 교환이 시작되었다. 이런 초창기 교류를 거쳐 마침내 1986년 5월
에는 ｢학생연수협의서｣를 교환하여 정례적인 학생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50) 당
시에는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로 중국 관련 교류가 주로 대만과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문화대학
과의 교류는 원불교교전(정전)의 중국어 번체자(繁體字) 번역에 있어서 초보적 작업을 하
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진일보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 불교대학과의 교류는 1967년에 설립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1973년 5월
에 주최한 제1차 ‘한일불교학술회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일본 불교대학의 에타이 류카이(惠谷隆戒) 교수와 당시 원광대학교 문리과대학의 류병덕(柳炳
德) 학장이 동년 5월 13일에 체결한 ｢교류합의서｣에 의해 양교는 매년 1회 학술회의를 교대로
개최하게 되었다.51) 이를 계기로 숭산은 1974년 2월에 일본 불교대학을 방문하여 교류합의서
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동년 4월 6일에 일본 불교대학 학장
후지와라 료우넨(藤原了然)이 원광대학교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양교 학술문화 교류 조인식을
거행하였다.52) 이렇게 정식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 양교의 교환 교수 파견은 1977년 이후부
터, 교환 학생 파견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53) 이렇게 양교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숭산은 1981년 9월에 불교대학으로부터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54) 그 이후에도 양교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985년 6월에 상대방 학교
의 일부 중요 강좌를 교환하여 개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55)

49)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42쪽.
50)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43-1044쪽.
51) 양은용,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의 40년의 회고와 전망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0집, 2011,
406-407쪽. 1974년 4월에 원광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교류합의서 조인식에서 ‘교류합의서각서’가 작
성되어 교류합의서의 제1항 교수교류와 제2항 학생교류는 정세가 무르 익지 않아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
였다.
52)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44쪽. 원광대와 불교대학의 자매 결연은 불교대학에 유학한 원광대학교
국사교육학과 홍윤식 교수의 역할이 컸다.
53)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45쪽 표 참고.
54) 동아일보 1981년8월27일자 석간 6면 (사회면 ), ｢문화단신 (일본)쿄토(京都(경도))불교대학에서 명 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오는 30일 출국｣.
55) 앞의 원광대학교 40년사, 10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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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와 불교대학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학술회의
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 학술회의는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21
차례 개최되는데, 1973년의 제1회부터 1990년의 제12회까지는 ‘한일불교학학술회의(韓日佛敎
學學術會議)’라고 하였지만, 1992년의 제13회부터 2009년의 제21회까지는 ‘국제불교문화학술
회의(國際佛敎文化學術會議)’라고 학술회의의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56) 이렇게 36년간 꾸준히
교류 대학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원광대학교 역사상 가장 장기적인 것이라고 생
각된다. 양교를 오가면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총 21회에 걸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
의 학자들까지 참여하면서 모두 194편의 논고(論稿)가 발표되었다.57)
여기에서는 불교 본질에 대한 문제ㆍ불교의 현대사회와의 관계ㆍ불교 교섭사 등 불교 문제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한층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불교문화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을 뿐 아
니라 종교학 전반 그리고 원불교학의 세계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된다.

Ⅳ. 숭산의 국제 활동의 의의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숭산의 국제 활동은 숭산이 원광대학교 전신인 유일학림의 학감에
취임하는 1946년부터 그가 열반하는 1986년까지 대략 4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책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숭산의 국제 활동의 공간적 배경으로는 원광대학교와 대
학 총장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학(大學)’이란 단
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대학(大學)은 글자 그대로 ‘크게 배우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크다’라는 의미는 ‘넓고 깊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크고 넓고 깊게 공부하는 곳’인 것이다. 또
한 유학(儒學)의 사서(四書) 중에 대학(大學)이 있다. 중국 남송의 주희(朱熹)는 대학을
배우는 목적은 삼강령(三綱領)에 있어서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
라고 하였다. 이 뜻은 바로 “덕(德)을 밝혀서 백성들을 새롭게 함으로써(교육) 최고의 선(善)
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대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그
대로 보여 주는 설명으로, 유일학림이 출발할 때 정산종사가 개교식에서 훈시한 “제생의세(濟
生醫世)라는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아봉공(無我奉公)이라는 유일한 행동으로 일원세계
(一圓世界) 건설이라는 유일한 성과를 거두라는 것”이라고 한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56) 앞의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의 40년의 회고와 전망 ｣, 408-409쪽.
57) 앞의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의 40년의 회고와 전망 ｣, 412-427쪽. (편집부 주-가장 최근에 치러진 국
제불교문화학술회의는 원불교사상연구원 주관으로 2019년 11월 원광대학교에서 제25회까지 치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양국간 교류에 제약이 따라 내년 2022년 제26회 학술회의가 1년 연장
되어 2023년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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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한 원광대학교의 ‘지덕겸수(知德兼修) 도의실천(道義實踐)’이라는 교훈(校訓)이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또한 대학을 영어로 바꾸면 University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Universitas에
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바로 ‘전체’이다. 이는 바로 한 가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
하고 폭넓게 교육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숭산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곳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을 실현하
기 위해 국한을 뛰어 넘어 더 넓고 큰 세계로 진출하여 전 인류를 교화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국제 활동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숭산이 담당했던 직책이 유일학림에서는 학감(學監)ㆍ초급대학시절의 원광대학에서는
학장(學長), 그리고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총장(總長)이었다. 이 세 가지 직책은 모두
고등교육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직책을 지칭하는 말로 숭산의 대표 직책을 총장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총장(總長)’이라는 단어에서 ‘총(總)’이라는 말은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며,
장(長)은 최고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는 곧 하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 다, 전
부’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총장’의 직책을 담당한 숭산은 반드시 바라보는 안목을 원광대학교 혹은 교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넓고 광활한 세계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이 바로 숭산인 것이다.
숭산이 총장에 재임하고 있을 때는 해외 진출이나 국제 교류를 전개하기에는 너무나도 제한
이 많았던 시대였다. 예를 들면 교통과 통신 등에 있어서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숭산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원불교와 원광대학교가 세계
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를 펼쳐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그 터전을 마련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숭산이야말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大學)’과 ‘총장(總長)’의 의
미에 부합하는 인물인 것이다. 다시 말해 숭산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라는 직
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철학을 몸소 실천에 옮긴 실천적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결국 숭산의 국제적 활동은 당시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원광대학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신설 대학이 직면한 교육 환경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대
학이 가져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숭산은 원불교
라는 종교 교단과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한 시대의 선구자요, 개척자
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숭산이 원광대학교를 배경으로 40여 년간 펼친 국제 활동을 필자는
‘숭산정신(崇山精神)의 발현’이라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 번째로는 대종사 박중빈이 원불교를 개교한 이후 전개한 초기 창립의 역사, 즉 저축조
합운동ㆍ방언공사ㆍ법인성사 등에 나타난 이소성대(以小成大)ㆍ사무여한(死無餘恨) 등의 원불
교의 창립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를 필자는 ‘원불교 창립정신(創立精神)의 실천’이라

198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숭산 박길진 총장 열반 35주년 기념 : 숭산 박길진, 원광의 빛

고 표현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바로 도전적 개척정신(Challenge and Pioneer Spirit)이다. 이는 당시 미(未)개
척된 국제관계라는 제한적 환경 속에서 종교와 대학의 세계화의 문호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필자는 이것을 ‘유무창신(由無創新) 정신의 발현’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지방의 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
향을 국제사회로의 진출로 설정한, 세계를 향한 개벽정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종사
박중빈이 1931년 예견한 ｢금강이 현세계(金剛現世界)하니 조선이 갱조선(朝鮮更朝鮮)이라｣58)
는 전망을 숭산은 자신이 스스로 열어보려는 개벽정신을 보여 주었다. 이를 필자는 ‘창조적 개
벽정신(開闢精神)의 적용’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숭산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몸담고 있는 원불교 미래의 세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 문제를 결정할 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유학(遊學)과 유학(留學)의
길을 선택하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보여줬다. 또한 그는 대학의 미래를 위해 국제화
의 길을 추진하면서도 한 치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위공망사(爲公忘私)의 정신도 실천하였
다. 이를 필자는 ‘위법망구(爲法忘軀) 위공망사(爲公忘私) 정신의 체현’이라고 표현하고자 한
다.

Ⅴ. 맺 음말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의 아들로 태어난

숭산은 아버지가 강조한 삼대사업

중 ‘교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유일학림과 그 후신 원광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는
40여 년 동안에 대학 설립과 발전을 이끌어 왔을 뿐 아니라 원불교 교단에서도 다양하고 중요
한 역할로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원불교와 원광대학교가 세계적 종교로, 세
계로 뻗어가는 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단의 세계화와
대학의 국제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숭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숭산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세계관을 형성하
였고, 또한 원불교의 창립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창립정신도 배웠다. 이와 함께 숭산은 서울
에서의 유학(遊學)과 동경에서의 유학(留學)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학습과 연구 그리고 폭넓은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종교 사업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ㆍ종교적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야와 안목을 세계로 향하게 하여 대학교에서의 국제
활동 기틀을 갖추었다.
58) 원불교전서, 대종경(大宗經) ｢전망 품(展望品)｣ 5장,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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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산의 국제 활동은 원광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대학으로써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숭산의 첫 번째 국제교류는 1956년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 12개 국가를 방문한 것이다. 이후 숭산의 해외교류 및 국제 활동은 원광대학교
에서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국가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에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준 숭산이 주도한 국제 활동들은 다음
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1956년 미국의 초청을 받아 미국과 유
럽ㆍ아시아 등의 12개 국가를 순방한 것으로, 이는 원불교 교단의 거교적 기대 속에 진행되었
다. 이번 활동을 통해 숭산은 미국과 유럽의 국제적 형세를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동양
과 불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직시하여 향후 지속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번
해외 방문의 결과로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는 해외의 종교 단체 및 대학 등과 교류의 계기가 마
련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두

번째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ㆍ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ㆍ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

(ACRP) 등의 국제적 종교 회의에 한국 혹은 종교계를 대표하여 참가하여 해외에서의 인적 네
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의 본격적인 국제 교류의 서막을 열게 하였다. 이
는 대종사의 개교정신과 사은사상과 함께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
대산종사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사상을 펼쳐나가게
됨으로써 원불교 중심의 UR운동을 선도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국제 교류와 원불교의 해외 교화를 전담하는 ‘해외포교연구소’를 원광대
학교에 설립하고, Won Buddhism이라는 영문 학술잡지를 발행ㆍ배포하여 해외교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이 연구소에서는 원불교 교서 번역작업을 추진하여, 영역본 원
불교 교전ㆍ일역본 원불교 교전ㆍ원불교사ㆍ 원불교 예전 등을 간행하였다.
넷째로는 해외 유명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학술대회 개최ㆍ교수 및 학생 교환 등 다
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원광대학교의 국제화를 선도하였다. 그 대표적 경우로 대만의 문화대학
과 일본의 불교대학이 있는데, 대만 문화대학과는 정례적인 학생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고, 중국어 번체자(繁體字)로 원불교교전(정전)을 번역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일본
불교대학과는 장기적이고 정례적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불교학ㆍ종교학의 심층연구 및
원불교학의 세계화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숭산이 40여 년간 펼친 국제 활동은 ‘대학(大學)’의 이상과 총장(總長)의 역할을 자
기희생적으로 실천한 ‘숭산정신(崇山精神)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숭산정신’은 바로 ‘원
불교 창립정신(創立精神)의 실천’ㆍ‘유무창신(由無創新) 정신의 발현’ㆍ‘창조적 개벽정신(開闢
精神)의 적용’ㆍ‘위법망구(爲法忘軀) 위공망사(爲公忘私) 정신의 체현’ 등 4가지 실천이 있었기
에 마침내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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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이 글은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한 원불교학자 숭산 박길진(1915~1986, 이하 ‘숭산’으
로 약칭)의 사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1941년(27세) 초에 일본의 동양대
학(東洋大學)에 제출한 졸업논문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에 나타난 철학적 입
장과 사상적 지향을 분석한 것이다.
숭산의 사상은 크게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시기는 1941
년의 동양대학 졸업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숭산은 학생에서 교육자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전기
에 해당하는 수학기(修學期)는 1915년~1941년까지로,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원불교
창시자인 아버지 소태산 박중빈(1891~1943)으로부터 ‘개벽학’을 훈도 받은 유년기와
(1915~1930), 배재고등보통학교(이하, ‘배재고보’로 약칭)와 동양대학에서 ‘개화학’을 수학한
청년기이다(1931~1940).1) 배재고보 시절에는 독립운동에 뜻을 두기도 하였는데 결국 일본에
1) 이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허석,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一圓思想)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5집, 2020년 9월, 118쪽을 참고하였다. 허석은 숭산이 15세까지는 소태산으로부터 지도와 교육을 받
았고, 16세부터 서울과 동경에서 최신의 근대교육을 받았다고 시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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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바꾼다.2)
동양대학을 졸업한 1941년부터는 후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에 귀국하여 유일학림 학감
과 원광대학 학장 및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자와 경영자로서의 길을 걷는 시기이다. 따라
서 이 시기는 ‘지덕겸수⋅도의실천’과 같은 원광대학의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그 이념에 따라
대학의 기틀을 다지며 인재를 양성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숭산은 1956년에 미국 국
무성 초청으로 미국 교육계와 종교계를 시찰하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3), 이 경험이 그의
사상에도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면서 숭산의 사상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숭산 사상의 시기별 분류
구 분
전기(1)

연 도
1915~1930

내 용
개벽학 훈도기

전기(2)

1931~1941

개화학 수학기

후기

1941~1956
1956~1971
1972~1986

대학경영
교육철학

관심 및 사건
배재고보 – 그리 스도교, 독립 운동
동양대학 – 동서철학, 불교철학
유일학림 학감, 원광대 학장
미국견학, 세계일주
원광대 총장 취임

소론에서는 이 중에서 전기(2)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동양대학 수학 시기의 숭산 사상을 고
찰한다. 주된 분석 자료로는 그가 1941년에 제출한 졸업논문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
심으로｣를 택했다. 이 외에도 숭산이 일본 유학을 전후로 쓴 시(詩)나 에세이도 이 시기의 그
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2> 동양대학 유학시절 쓴 글들

연번
1
2
3
4
5
6
7

시 기
1937.01.
1937.
1937.
1938.12.
1939.04.
1939.07.
일본 유학시

제 목
새로운 출발
그이
사랑
불교의 의의
구본(求本)
신춘(新春)
희망

일원상과
일원상과
일원상과
일원상과
일원상과
일원상과
일원상과

출 전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관계4), 312쪽.
관계, 313쪽.
관계, 314쪽.
관계, 17-19쪽.
관계, 317쪽.
관계, 315쪽.
관계, 316쪽.

2) 이 시절의 숭산의 수학(修學)과 사상적 지향에 대해서는 박맹 수, 〈숭산 박광전 종사의 ‘일원철학’과 그
사상적 연원〉, 《월간 원광》, 2020년 2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3) 김홍철, 〈박길진(朴吉眞)〉,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 참조.
4) 박길진,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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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숭산이 귀국하여 동경 유학 시절을 회고한 글이 세 편 정도 있다.
<표3> 유학 시절 회고글
연번

시기

제목

출전

1

1958.10.25.

나의 수학시절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265-266쪽

2

1983.08.31.

내가 걸어온 길

일원상과 인간의 관계 267-269쪽

3

1988.

동경 유학시절

｢나의 삶 나의 꿈｣, 구도역정기5), 114-122쪽

이 외에도 숭산과 동양대학 철학과에서 같이 공부한 한국인 유학생 정종의 추모글 ｢숭산 박
광전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숭산문집, 94-109쪽)도 숭산의 유학시절의 모습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참고로 하면서, 숭산의 졸업논
문을 중심으로 그의 초기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
다.

II. 선행연구 검토
숭산은 전북 익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과 동경에서 총 10년의 유학 생활을 보낸다.
1931년 4월부터 1936년 3월까지 5년간은 서울의 배재고보에서, 1936년 4월부터 1941년 3월
까지 5년간은 동경의 동양대학에서, 이른바 ‘서양학문’의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방학 때가 되
면 어김없이 불법연구회에 돌아와서 수련과 연구를 병행하였다. 배재고보 시절에는 서울에 있
는 ‘불법연구회 경성지부’에서 숙식을 하였고, 동양대학 시절에는 익산의 원불교 총부에서 교단
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6)
주목할만한 사실은 배재고보 재학 시절에 초기 원불교의 핵심적인 교서가 간행되었다는 점
이다. 1932년에 나온 보경 육대요령과 1935년에 나온 조선불교혁신론이 그것이다. 특히 
조선불교혁신론에서는 ‘일원상(一圓相)’ 교리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일원상론’
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1937년에 쓴 정산 송규의 ｢일원상에 대하여｣와 1939년에 나온 원산
서대원의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이 그것이다.7) 이 시기는 숭산의 동양대학 유학 시절에 해당
5) 박혜명 , 구도역정기, 원불교출판사, 1988. ｢나의 삶, 나의 꿈｣은 이후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문
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54-64쪽에 재수록되었다.
6) 이에 대해서는 박맹 수 총장으로부터 계발을 받았다.
7) 황명 희・허석, ｢원산 서대원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7집, 2021.03,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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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숭산의 동양대학 유학 시절은 불법연구회에서 ‘일원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숭산도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그러한 교단의 분위기로부터 모종의 영
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의 졸업논문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불법연구회 회보에 불법연구회창건사가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1937~1938년).8) 초기 교단의 역사를 집필할 정도로 교단이 나름대로 틀을 갖추어 나간 시
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초기 교서 보경 육대요령, 소화7년(1932)

따라서 숭산의 유학 시기는 한편으로는 근대 학교에서 서양학문을 공부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교단 내에서 원불교학을 연마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개화학과 개벽학을 병
행한 셈이다. 이러한 양행(兩行)과 겸전의 수학(修學)의 결실이 그의 졸업논문이다. 하지만 숭
산의 졸업논문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11월에 박맹수가 동양대학에 방문하여 숭산 관련 서류 등을 제공받고, 그 내용의 일부를 《월
간 원광》에 소개함으로써 그 존재가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9)
2020년 초에 나온 박맹수의 〈숭산 박광전 종사의 동경 유학과 동양대학〉(《월간 원광》
2020년 1월호)과 〈숭산 박길진 종사의 ‘일원철학’의 연원 :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월간 원
광》 2020년 3월호)이 그것이다. 이 연재에서 박맹수는 숭산이 졸업논문 주제로 쇼펜하우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 ‘의미’에 주목하였다. 그 계기를 알 수 있는 단서로 두 가지를 제시했
는데, 하나는 배재고보 4학년 시절의 ‘사고의 전환’이다.

8) 박맹 수, 〈원불교학의 개벽을 위한 전제(3): 초기교서의 ‘근대적’ 위상〉, 《월간 원광》, 2018년 8월.
(http://www.m-wonkwang.org/jsp/sub01/mwk_view.jsp?idx=3791&seq=130)
9) 이에 관한 상세한 경위는 박맹 수, 〈숭산 박광전 종사의 동경 유학과 동양대학〉, 《월간 원광》, 2020
년 1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m-wonkwang.org/jsp/sub01/mwk_view.jsp?&idx=4330&seq=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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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생각이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했다. (…) 이때부터 나는 안으로 나
자신 인생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귀결되었다. 그래서 철학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다.”(원불
교사상연구원 편, 숭산종사 추모기념대회: 아, 숭산종사, 2004, 43쪽)

박맹수는 이 전환을 숭산이 장차 ‘일원철학’을 형성하여 ‘원불교학’이 보편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 하나의 단
서는 졸업논문 서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구이다.
“나는 먼저 나의 입장에서 논(論)을 전개해 가고자 한다. 그저 훈고학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다.
또한 오로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나 자신이) 체험하고 증명한 입장에서
보려는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박길진,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동양대학 졸
업논문, 1941.)

박맹수에 의하면, 이 구절은 숭산이 배재고보 시절에 왜 쇼펜하우어 철학을 탐독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 이성’보다는
‘생의 의지’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훈고학이나 개념학보다는 자신의
‘논(論)’을 강조하는 숭산의 학문적 경향이 합리주의 계열의 ‘인식론’ 철학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생철학’과 더 잘 맞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맹수는, 쇼펜하우어가 “서양에서 최초로 (힌
두교나 불교와 같은) 동양철학의 세련된 점을 서양인 독자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한다면, 숭산
은 “근대 한국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의 매력을 가장 일찍 알아본 한국철학자로 다시 평
가”10)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박맹수의 글은 숭산의 졸업논문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
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숭산의 졸업논문은 원고지에 손으로 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으로서는 좀처
럼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2020년에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야규 마
코토(柳生眞) 교수가 한글로 번역해 줌으로써(분량은

대략 A4 60여 장 정도),

비로소 한국인 연구자

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9월에 발표된 허석의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5집)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2021년 제5회 소태산영화제에 숭산의
졸업논문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쇼펜하우어 학위 논문을 탐하다〉(조성환, 이원진, 야규 마
코토)가 공개되었다.
허석은 2020년 가을에 쓴 ｢숭산 박길진 박사의 일원사상 고찰｣에서 숭산의 졸업논문의 구성
과 내용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졸업논문에는 쇼펜하우어의 실재에 관한 논의뿐만 아
10) 박맹 수, 〈숭산 박길진 종사의 ‘일원철학’의 연원 - 아르 투르 쇼펜하우어〉, 《월간 원광》 2020년 3월
호. (http://m-wonkwang.org/jsp/sub01/mwk_view.jsp?&idx=4388&seq=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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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원불교의 사은과 일원상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숭산이 1967년에
쓴 ｢일원상연구｣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였다. 박맹수가 쇼펜하우어의 수용에 초점을 맞춰서 ｢
실재의 연구｣를 소개했다면, 허석은 거기에 더해서 원불교의 일원상 연구도 논의되고 있음을
알려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맹수의 연재가 선구적이라면 허석의 논문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두 연구자의 선구적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실재의 연구｣는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의
철학적 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논문의 부제는 비록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원불교도 들어 있고, 한편으로는 양자를 비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불교로 쇼펜하우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동서 간의 비교철학’ 또는 ‘서양철학과 한국종교의 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실재의 연
구｣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실재의 연구｣의 구조와 의의
숭산의 졸업논문의 ｢서언(緖言)｣에는 자신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A4로 3페이지 정도인데,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알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요구가 있다. 이 형이상학이
야말로 철학의 본령이다. 나 또한 어려서부터 우주의 궁극적 실재를 알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것은 바로 우주에는 만물을 연결해 주는 어떤 궁극적인 토대,
즉 참실재[眞實在]가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의 철학자와 종교가들도 그 실재에 대해 저마다 다
른 이름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참실재의 전모를
파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간계와 자연계를 아우르는 참실재의 전모를 드러
냈고, 그것을 ‘의지’로 명명했음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철학’은 쇼펜하우어 철학 그 자체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쇼펜하우어의 실재관을 해석한 뒤에, 실재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서술하고,
그 실재에 입각한 도덕과 종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뒤에, 마지막으로 궁극적 실재를 체득하
여 원만한 인격을 양상하고, 자기와 타자를 구제함으로써 보람있는 인생을 살자는 주장으로 마
무리 하고자 한다.

숭산의 사상 교류 :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의 대화를 중심으로 209

<그림 2> ｢실재의 연구｣ 서언 첫장
이에 의하면, 숭산은 유학 가기 전부터 이미 궁극적 실재에 대한 모종의 깨달음이 있었고,
역대의 철학자와 종교가들의 설명에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쇼펜하우어 철학을 접하고서 쇼펜하우어야말로 궁극적 실재를 제대로 규명했다고 판단하고, 그
것이 쇼펜하우어를 주제로 졸업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숭산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생명의 철학’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쇼펜하우어 철학은 ‘염세주의 철학’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말하는
‘의지’도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will to live)’를 말하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숭산은 쇼펜하우어를 당당하게 ‘생명철학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맹수가 지적했듯이, 숭산이 쇼펜하우어를 접한 것은 동양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기
이전부터이다. 배재고보 시절에 이미 쇼펜하우어 서적을 탐독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숭산은 동양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
어 있었던 셈이다. 어쩌면 이때 이미 쇼펜하우어 철학을 ‘생명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졸업논문에서 ‘학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원불교의) 실재관 및 도덕관과 연결지어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논문의 구성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서언｣과 제1장의 ｢형이상학적 요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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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에 형이상학적 요구가 내재해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이어지는 제2장의 ｢실재 문제의
역사적 서술 및 그 단평(短評)｣과 제3장의 ｢인식론에 대하여｣에서는 서양철학사에서 전개된
실재 탐구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으며, 제4장의 ｢쇼펜하우어의 실재론과 그 약평(略評)｣과 제5
장의 ｢실재의 성질｣에서는 본격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실재관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6장
의 ｢종교, 도덕에의 시도｣와 ｢결어｣에서는 자신의(=원불교의) 실재관 및 종교관 그리고 도덕
관을 논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장까지가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서양철학사 개관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쇼펜하우어 철학과 원불교 교리를 다루고 있는 구조이다.
<표4> ｢실재의 연구｣ 구성
목 차

쪽수11)

내 용

서 언(緖言)

2-4

논문의 동기, 목 적

제1장 “형이상학적 요구”

5-9

철학의 정의

제2장 “실재 문제의 역사적 서술 및 그 단평(短評)”
제3장 “인식론에 대하여”

10-17
18-23

서양철학사 개관

제4장 “쇼펜하우어의 실재론과 그 약평(略評)”

24-41

제5장 “실재의 성질”

42-46

제6장 “종교, 도덕에의 시도”
결 어(結語)

47-58
59-62

쇼펜하우어 철학
원불교 철학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4장부터 끝까지가 논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제4장과 5장은 쇼펜하우어 철학이고, 제6장과 ｢결어｣는 원불교 교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
의 핵심은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논문이 제출된 1941년
에는 아직 ‘원불교’라는 명칭은 없었다. 대신 ‘불법연구회’로 불리고 있었는데, 논문에 ‘불법연
구회’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핵심교리인 ‘사은(四恩)’과 ‘일원상(一圓相)’ 또는 ‘삼대
력(三大力)’12)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의 의지’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의 최초의 대화’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숭산이 삼대력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을 ‘원인(圓人)’이라고 부
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철학자는 연구력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것만으로는 나는 원만한 사람, 즉 원인(圓人)이 아니라
고 하겠다. (…) 그(=우주의) 실재를 발견한 사람은 더 하나의 힘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수양
11) 쪽수는 야규 마 코토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필자가 약간 편집한 파일의 쪽수이다.
12) ‘삼대력’은 “공부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힘”이라는 뜻으로, ‘수양력・연구력・취사력’을 말 한다.
이 중에서 ‘취사력(取捨力)’은 “옳은 것을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리 는 힘”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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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다. (…) 어떤 의미에서 스토아학파는 수양에 힘쓴 학파이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
직 원인(圓人)이 아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취사력(取捨力)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현실
에 처하는 데에 필요한 확실한 취사선택의 힘을 말한다. (｢실재의 연구｣ “결어”)

여기에서 ‘원인’은 숭산의 신조어로, 중국의 ‘성인’, 니체의 ‘초인’과 대비되어 쓰인 원불교적
인간관을 가리킨다. 이 용어의 기원은 두말 할 것 없이 불법연구회에서 말하는 궁극적 실재인
‘일원(一圓)’이다. 숭산이 보기에 철학자는 연구하는 힘은 있어도 수양하는 힘이 없고, 스토아
학파처럼 수양을 겸하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도의’를 실천하는 취사력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
다. 결국 쇼펜하우어든 스토아학파든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원불교에서는 연구
와 수양과 실행의 세 가지 힘을 원만하게 갖춘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이 논문의 동기와 목적이 맨 뒷부분의 원불교론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부제에서는 ｢쇼펜하우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숭산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원불
교론’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부제는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와 원불교를 중
심으로｣라고 바꿔 써도 무방하다. 아마도 숭산이 해방 후에 논문을 썼다면 이런 부제를 붙였을
지도 모른다.
이것으로부터 이 논문에는 두 가지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인으
로서 최초로 일본에서 쇼펜하우어에 관한 소책자 분량의 논문을 썼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없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또 하나는
최초로 일본어로 원불교 교리를 서술한 논문이라는 점이다(어쩌면

다른 외국어로도 처음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한국인의 쇼펜하우어 수용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원불교의 해외 소개라
는 측면도 담겨 있다.
물론 학부 졸업논문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본문에 ‘불법연구회’나 ‘원불교’라
는 명칭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원불교 교
단사적으로 보면, 이후의 숭산의 저술 활동에 이 논문의 생각과 관점이 그대로 담겨 있고(가령
1967년의 박사학위논문 ｢일원상 연구｣),

이 논문이 쓰여지기 직전에 원불교 교단에서 진행된 ‘일원상’

관련 저술에 숭산이 일정 정도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가령,
｣)13)

서대원의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

이 논문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저작이다.

13) 이에 대해서 송천은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39년에 서대원 선생이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을
불법연구회 회보에 연재했는데 매 우 귀중한 것이었으며 , 숭산종사에게 자료 문의를 했었고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숭산종사로부터 들은 바 있다.” 송천은, ｢숭산 박광전종사의 종교관: 일원상을 중심으로｣, 원불
교학 제10집, 2018, 194쪽; 황명 희・허석, ｢원산 서대원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7집, 2021.03. 7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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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의 생명 철학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숭산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실재
의 연구｣(1941) 뿐만 아니라 숭산이 이후에 귀국해서 쓴 ｢일원상 연구｣(1967) 또는 ｢서양철
학사 개요｣(숭산논집 수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실재의 연구｣ 제4장과 제5장에
나오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지는 물질에 의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각종 잡다한 차별상(差別相)을 통해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의 원리로 나눠졌을 뿐이고, 마치 하나의 물건이 다각(多角)의 거울의 면
에 몇 개나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자체로서는 부동불변, 오직 하나로 분할되지 않는 것이
며 자기만으로 일치하고 합일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절대적인 것이다. 오직 하나만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참실재[眞實在]이다. (｢실재의 연구｣, “쇼펜하우어의 실재관관 그 약평
(略評)”)

이에 의하면, 쇼펜하우어는 우주에 ‘의지’라는 참된 실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참실재 또
는 진실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 ‘의지’란 구체적으
로 무엇인가? 숭산에 의하면 그것은 ‘힘’이다.
‘의지’를 (라틴어로) animus라고 하는데 이것은 anima에서 오고, 이것은 또 anemos(숨)에서
나왔다. anima라는 것은 생명, 즉 숨ψυχή이므로 animus는 생명력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의지
즉 경향, 침작, 정열, 감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동물에도 아직 의식에 오르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말하고, 식물도 인식은 없으나 움직이는 힘,
살아가는 힘은 본성으로 말하면 ‘의지’이고, 그 의지는 사람이라는 작은 현상의 기본이 되면서
우리 신체의 생명을 영위하고, 또 행동을 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무기물까지도 모두 그 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조금 주의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의하면 ‘의지’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 내재해 있는 ‘생명력’을 말하고, ‘숨’을 뜻하는
라틴어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과 동물, 심지어는 무기물까지도 본질에 있어
서는 평등하다고 보았다고 숭산은 말한다.
자연의 물질적 운동, 예를 들면 결정이나 인력이나 화학적 친화력 등은 말할 나위도 없이 본래
식물이 영위하는 배양, 발육도 우리 인간의 행동과 같은 성질의 것이며, 모두 ‘의지’의 발동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그 본질에 있어서 평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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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적 물질과 공통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물질에서는 중력이 되고, 이어서 결정 작용이나 친
화력이 되고, 나아가 식물의 영양 번식을 거쳐 동물의 운동이 되고, 마침내 인간의 행동으로
그치는데 그 근거는 동일한 불변의 ‘의지’인 것이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우주만물의 근
본적인 것이 되었다. 의지는 만물에 공통된 본질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숭산이 쇼펜하우어의 ‘생명철학’에 더해서 ‘만물평등론’에도 공명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숭산이 불교나 장자적인 ‘무아주의(無我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기 자
신의 존재만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신념으로, 신을 잃은 유럽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관념이다. 그런데 이 나를 (…) 절대시함으로써 아집에 빠지는 것이다. 타아(他我)를 무시
하고 자아는 개체적 향락의 주체라는 정도의 의의밖에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 자아광(自我狂)
을 탈각해야 한다. 현자들은 자아의 집착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자아를 떠나서 우주의
근본체(根本體)와 일체임을 알아야 한다. (…) 무아(無我)를 알아야 한다. 천지아(天地我)와
아울러 생기고 만물아(萬物我)와 하나가 된다.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일시적인 유(有)일 수 있
겠는가? 이미 이것을 하나라고 말했는데 일시적인 무(無)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장자
(莊子) ｢제물편(齊物篇)｣에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숭산은 서구 근대적 자아 개념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적 무아(無我) 개념을 옹호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실체적인 ‘자아’, 즉 다른 것과 무관하게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자아 관념은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에만 집착하는 ‘자아광(自我狂)’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집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4) 반면에 장자를 예로
들면서, 데카르트와 같은 편협한 자아에서 탈피하여(無我), 천지 만물과 하나 된 천지아(天地
我)와 만물아(萬物我)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이상의 쇼펜하우어의 생명철학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숭산은 논문의 ‘대미’에 해당하는 ｢도
덕종교에 대한 시도｣로 들어간다. 이 장(章)은 일종의 원불교의 ‘도덕종교론’ 또는 ‘도덕종교로
서의 원불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숭산이 보기에 쇼펜하우어의 도덕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숭산은 제4장 ｢쇼펜하우어의 실재관과 그 약평｣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쇼펜하우어 철
학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본성이 형이상학적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욕정(欲情)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도덕의 해석에 잘못을 저질렀다. 즉 도덕은 실로 자연 너머에 있는 원천에서 나오는

14)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1983년에 나온 대종경강의(원광대학교출판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복되고 있
다: “데칼트, 칸트, 피히테 이래 개인이 중심이 되어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었다.”(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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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발현인 의지와 충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전체의 의지는 그 자체가 주아적(主我的)이기 때문에, 도덕은 이것에 대해 정반대편에 서 있
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의지의 멸각(滅却)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만족스
럽지 못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의지는 ‘살고자 하는 의지’이고 하나의 ‘힘’
인 까닭에, 각각의 기관은 자기 책무를 다하기 위해 힘쓴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닌데, 그것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악이 된다고 생각한다. 번뇌(煩惱), 즉 보리(菩提)를 원하
는 것은 아무런 악도 아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멸각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즉 잘 조화시키는 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즉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도덕을 분리시켜 생각했다. 의지는 본성(자연)에서 나오는 욕정이
고, 도덕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의 발현으로서의 의지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숭산이 보기에 이것은 만물의 궁극적 실재
인 의지를 소멸시키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악은 의지의 과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의지를 소
멸한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이란 의지를 잘 조화시키는 데에서 성립한다는 것
이 숭산의 생각이다.
그래서 숭산은 원불교의 도덕론을 요청한다. 실재론의 측면에서는 원불교와 쇼펜하우어가 다
르지 않지만, 도덕론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불교를 가지고 쇼펜하우어를 보완한
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원불교의 ‘은(恩)’ 사상이 등장한다. 마치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라도 하듯이, 숭산은 ‘은’이라는 철학적 처방으로 서양철학의 단점을 치유하고자 한다.
단순히 서양사상을 공부하고 소개하는 ‘철학도’의 입장에 머물지 않고, 개벽종교의 관점에서 그
것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개벽파’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장(章)은 ｢실재의
연구｣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재의 연구｣는 원불교의 도덕론과 은사상을 향해
전개되고 있는 한 편의 ‘개벽론’을 보는 느낌이다.
그럼 먼저 숭산이 ‘은’ 사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숭산은 불교에서 말하
는 ‘은’과 참실재로서의 ‘은’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주의 참실재[眞實在]가 ‘은(恩)’이라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은(恩)을 말하지만 그것은 제2차
적인 것이지, 불교의 실재인 불성(佛性)이 바로 ‘은’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듯하다. 나는 바로
참실재[眞實在]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恩)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숭산은 ‘은’을 두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우주의 참실재가 ‘은’이다”는 설
명이고, 다른 하나는 “참실재는 ‘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은’은 말 그대로 ‘은혜’라는 의미
이기 때문에 실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주의 참실재가 은이다”는 설
명은 “참실재가 ‘은’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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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참실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한 ‘생의 의지’이다. 그 ‘생의 의지’가 우
리에게 은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숭산이 ‘은’ 개념으로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를 설
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교에서도 ‘은’은 말하지만, 그것을 ‘실재’의 차원에서는 말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나 유교에서는 ‘은’을 윤리적 차원에서 말하였지, 실재의 ‘현
현’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공맹 시대에 ‘인’이 윤리적 덕목의 차원에 머물
러 있다가, 송명시대의 신유학으로 오면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天地生物之審)”으로 우주론
적 차원으로 승격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원불교의 ‘은’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당시로서는 물론이고, 아마도 지금도 보기 어려
울 것이다. 대개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은’의 용례를 원불교의 ‘사은’ 개념의 유례라고 설명하
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숭산에게 이러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서양철학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리라.
한편 ｢실재의 연구｣에서 전개된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해는 숭산이 귀국한 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령 서양철학사 강의노트 가운데 ‘쇼펜하우어’ 편에서 숭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주에는 살려고 하는 의지, 즉 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만물의 근본이다.15)

여기에서도 ｢실재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생의 의지가 있고, 그것이 만물의
근본이다”고 말하고 있다. 즉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실재의 연구｣에서와는 약간 다른 이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실재
의 연구｣에서는 쇼펜하우어와 원불교 이외의 철학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이 그 참실재(眞實在)를 저마다 나름의 성격에 따라, 또 자기가 설파한
방향에 따라 제각각 이름을 주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노자(老子)는 도(道)라 하고 석씨(釋
氏)는 법(法)이라 하고 기독(基督)은 신(神)이라 하고 유자(儒者)는 태극(太極)이라고 하면서
자기 교(敎)를 열었다. 철학자들도 역시 물이라거나 사대(四大)라거나 이념(理念)이라거나 의
사(意思)라거나 여러 가지 이름을 주고 있다. (…) 모두 각각 특징이 있고 과연 그렇다고 여겨
지는 구석도 있으나 각자마다 불철저·모순·결점이 조금씩 있는 듯하다.

즉, 각각 궁극적 실재를 탐구했고, 그것을 저마다 개념화했지만 하나같이 약간의 결함이 있
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하면 -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재의 연구｣ 이후에 쓴 글에서는 불교나 유교도 모두 궁극적 실재를 ‘생의
15)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논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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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보았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주 삼라만상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삼라만상은 일관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쇼펜하우어
는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주 안에 일관하고
있는 힘은 다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삶이나
나나 풀이나 다 같이 이 우주의 기운을 같이 분배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서는 “草木國土, 悉皆成佛” 다 부처님이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부처님이다, 우주의 모든
물건이 일관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불성(佛性)을 다 지니고 있다고 불
교에서는 말합니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에서도 “萬物各有一太極”(만물이 다 태극을 가지고 있
다), 어느 물건이든지 다 이 태극 하나를 가지고 있기에 본래 다 같다고 하셨습니다.
(｢청년 종교인의 대화는 가능한가 – 전국 대학생 종교제 발제강연｣)16)

여기에서 숭산은 불교는 물론이고 유교에 대해서도 궁극적 실재를 ‘생의 의지’로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불성’이나 ‘태극’은 그것을 표현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생
의 의지’나 ‘생명철학’으로 쇼펜하우어는 물론이고 불교나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 사상들을 ‘회
통’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실재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재의 연구｣가 ‘생의 의지’ 개념을 매개로 철학(쇼펜하우어)과 종교(원불교)의
대화를 시도했다면, ｢일원상 연구｣에서는 그것으로 ‘종교회통’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재의 연구｣ 단계에서는 ‘철학’적 분석에 충실한 반면에, 귀국한 이후에는 ‘종교간 회
통’이라는 원불교적 입장에 더 충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1967년에 쓴 ｢일원상에 대하여｣(원광 57)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진리는 하나”나 “동서양에 나타난 일원상”이라는 소제목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
한 같은 해에 나온 ｢일원상연구｣에서는 소태산이 말하는 ‘일원’이란 다름 아닌 ‘생의 기운’을
가리킨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는 생의 기운을 통하여 통일자(統一者)를 설명코저 하였다.
허공에도 돌 속에도 책상이나 흙속에도 이 생의 기운이 함장되어 있고, 똥 속에도 마른 나무에
도 이 요소가 들어 있으므로 우주에 통일적 생성작용이 일어난다 하였다. 이것이 법신불성, 곧
일원진리의 발현이다. 그 진체(眞體)는 불생불멸하고 증멸도 없는 여여자연(如如自然)한 자리
다. 이 세계는 무질서하게 되는대로 전개되는 카오스가 아니오, 일정한 통일적 질서에 근원하
고 있다. 이 하나의 진실재는 원불교에서는 ‘일원(一圓)’이라 명칭하니, 상이한 이름으로 또는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이들 통일자는 기실 둘이 아닌 것이며 하나임을 알기에 노력할 것
을 주장한다.
대종경 ｢교의품｣ 제3에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16)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숭산논집, 원광대학교출판국, 1996, 440-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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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자연 혹은 도(道)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
서는 다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이렇게 동일성으로 정의하였다.
숭배처가 공통임이 확실해질 때 각 종교 간의 장벽도 열리고 융통케 된다. 통일자는 하나이요,
명칭과 이해의 각도만이 상이할 뿐이니, 결국 각 종교는 하나의 진리에 돌아간다. 청천(晴天)
의 명월(明月)은 하나뿐인데 보는 사람들이 부질없는 분별을 지어 자타를 나누고 한계를 가른
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의 원리는 둘이 아니요, 따라서 세계적 종교는 한 근
원을 섬기는 동원도리(同源道理)임을 각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17)

여기에서 숭산은 쇼펜하우어의 ‘생의 기운’ 개념으로 소태산의 ‘일원’을 설명한 뒤에, 대종경
 ｢교의품｣ 제3장의 소태산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불도 삼교에서도 단지 명칭만 다를 뿐 궁극
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동원도리’의 진리를 바
탕으로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숭산이 인용한 대종경 ｢교의품｣
제3장은 그 유명한 ｢일원상 서원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앞뒤에는 ‘생의 의지’ 같은 개념은
보이지 않는다.18)
흥미롭게도 숭산과 같은 일원 해석은 이후에 여산 유병덕(1930-2007)으로 이어진다. 유병
덕은 1977년에 쓴 원불교와 한국사회(인용문은

1986년의 개정판)에서

‘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원불교를 창도한 소태산은 이 생명의 원(源)을 은(恩)이라고 표현했다. (…) 소태산은 자기의
자력적인 면(=구도)과 자연의 타력적인(=대각의 도움) 양면을 본 따 수행과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대중을 가르친 것이다. 이 때에 그에게 음조된 타력은 곧 생명의 기운이며 크게는 우주
대자연 삼라만상을 무한히 생성시키는 힘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자아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소태산은 이 위대한 타력을 존재론적으로 상
징하여 ‘일원상’으로 표현했고, 이를 다시 사은(四恩)으로 분류지어 인간의 윤리로 제시한 것
이다. (430-431쪽)

여기에서 유병덕은 구도에 정진하는 ‘자력’과 깨닫게 해주는 ‘타력’을 나누어서, 타력은 곧 우
17) ｢일원상연구｣, 일원상 진리 의 제 연구(상), 원광대학교출판국, 1989, 14쪽.
18)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 시는 것은 과거불가에서 불상을 모 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
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心體)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
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 물
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入定處)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太極) 혹은 무극(無極) 이라 하고
선가(仙家)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
에 있어서는 모 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일원의 진리 에 돌아가나니, 만 일 종교라 이름 하여 이러한 진리 에 근원을 밝힌 바 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邪道)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 로서 우리 의 현실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문을 밝히었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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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물을 생성시키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소태산은 이 생성의 힘을 ‘일
원’으로 상징화했고, ‘은’으로 표현했으며, ‘사은’이라는 윤리로 제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유병덕도 숭산과 마찬가지로 ‘일원’을 ‘생명의 기운’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구도와 대각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병덕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태산의 철학을 ‘생명철학’이라고 명시한다.
소태산은 대각을 하고 그 열린 견지에서 바라본 것은 이 우주에는 생생약동하는 기운이 꽉 차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20여년 간의 구도 끝에 깨닫고 보니 이 우주에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기운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353쪽)
이 우주에는 무한히 생생약동하는 생명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인과이다. 불타는 이것을 연기설(緣起說)로써 표현했지만 소태산은 인간 자각을 통
해서 은혜라고 하는 방향으로 인과법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명철학을 제기한 셈
이다. 우선 이 우주가 무심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체험해서 생명의 관계가 절대인과
의 이치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353-354쪽)

여기에서 유병덕은, 마치 숭산이 쇼펜하우어 철학을 ‘생명의 철학’이라고 규정했듯이, 소태산
의 철학을 ‘생명철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쇼펜하우어는 “힘 그 자
체는 인과의 연쇄 바깥에 있고 인과에 없을 수 없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유병덕은 생성의 힘도 인과의 법칙에 따른다고 본 점이다.
한편 유병덕은 생명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불교는 ‘평화철학’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혜사상만 제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전쟁을 불식하는 평화세계가 건설될 것이다. 그
래서 소태산은 또한 평화철학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54쪽)

즉 우주의 궁극적 실재인 생명의 기운이 은혜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실천하면 평화세계
가 건설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원철학은 평화철학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의 말로 하면 원불교를 ‘생명평화’의 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평화’ 개념이
2000년대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선구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아울러
원불교 해석사의 흐름에서 보면, 여산은 숭산의 일원 해석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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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 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숭산의 사상은 1941년 일본 동양대학의 졸
업을 기점으로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뉠 수 있다. 전기가 소태산 밑에서 개벽학을 훈도받았다
면, 후기는 배재고보와 동양대학에서 개화학의 훈련을 받은 시기이다. 그러나 개화학을 하면서
도 개벽학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고, 개벽학을 하면서도 개화학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
에서 숭산은 어렸을 때부터 ‘사상적 균형’이 잘 잡힌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균형의 결실
이 1941년에 동양대학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실재의 연구 :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개벽학의 입장에서 개화학을 수용하고 비판한 비교철학연구이자 비판철학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실재의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사상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쇼펜하우어와 원불교의 대화라는 점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인으로서 쇼펜하우어에 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
실재의 연구｣는 ‘한국인의 쇼펜하우어 연구사’라는 측면에서도 선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동서비교철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실재의 연구｣는 원불교와 서양철학의 대화를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숭산이 동양대학에서 동서철학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
에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실재의 연구｣는 이후의 숭산 사상의 원형을 담고 있다. 1967년에 나온 ｢일원상 연구｣
도 기본적으로는 ｢실재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 그의 교육이념이나 도덕론, 종교론
등이 발전적으로 가미되어 거대한 숭산사상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실재의 연구｣가 지니는 사상사적 가치는 - 숭산사상 연
구사나 원불교학 연구사는 물론이고 한국근대사상사에 있어서도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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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숭산 박길진(崇山朴吉眞, 1915-1986)은 유일학림(唯一學林) 학감(學監)을 거쳐 원광대학교
총장으로서 평생을 대학 발전에 바쳤다. 또한 원불교 교정원장,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 원불교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장, 원불교사상연구원장, 세계불교도회원 불교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자, 대학 경영자, 종교인이자 원불교 교리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종교인, 사상가이기도 하다.
이 발표에서는 ｢숭산 유업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숭산 박길진의 유업을 계승하고 원광대
학교 및 원불교의 미래를 개척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 텐리대학(天理大學) 창립자이
자 천리교 제2대 진주(眞柱)1)인 나카야마 쇼젠(中山正善, 1905-1967)과의 비교를 통해 그
1) 진주(眞柱, 일: 신바시라)는 천리 교 교단의 통리 자(統理者)를 의미한다. 교단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사영
되었으나 1945년까지는 대외적으로는 ‘관장(管長)’이라 불렸다. 관장은 일본에서 한 종교단체에서 최고
위 종교지도자의 관직을 의미한다. 메 이지정부는 1872(明治5)년 6월 8일에 각 종교에 통괄자로 관장(管
長)을 두도록 명 령을 내렸다. 천리 교 내부에서는 원래 교장(敎長) ･ 본부장(本部長) ･ 회장(會長) 등으
로 불렀으나 1908(明治21)년에 독립 된 교파신도 종단으로 정부의 공인을 받으면 서 교규(敎規)로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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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나카야마 쇼젠에 주목한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신종교 교조의 자손인 점, 교단의 동
량으로서 근대식 대학교육을 받고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경영한
점, 교단 지식인으로 교리의 체계화, 심화에도 이바지한 점, 교단을 대표하는 종교인이자 학자
‧ 교육자로서 대외적으로도 활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동시대인으로 일본 천황
제 절대주의와 제국주의 ‧ 군국주의가 팽창하다가 폐망하고 전후체제로 옮겨가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대학과 교단을 이끌어갔다. 그 밖에도 종교 이념에 입각한 병원을 설립한 점, 스포츠에
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대학을 스포츠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많은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
한 점도 손꼽힐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
다.

Ⅱ. 나카야마 쇼젠
1. 약력
나카야마 쇼젠은 1905(明治38)년에 천리교(天理敎) 초대 진주 나카야마 신노스케(中山眞之
亮, 1866-1914)와 나카야마 다마에(中山たまへ, 1877-1938)2)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나카야마 쇼젠은 아버지 신노스케의 죽음으로 1915(大正4)년 10세에 관장(管長)으로 취임
했다. 다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단 실무는 야마사와 다메조(山澤爲造)가 섭행자(攝行者)에
취임하고, 1925년까지 대행했다.
14세 때(1918) 천리중학교(天理中學校)에 입학하고, 19세 때(1923) 오사카고등학교(大阪高
等學校)를 다녔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으로 이듬해 1924년(大正13) 천리교 청년회장(靑年會
長)에 취임했다.
천리교 청년회는 1925년(大正14) 2월에 해외포교에 종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외국어
전문학교인 천리외국어학교(天理外國語學校; 현재 天理大學)를 설립했다(4월 15일 개교). 4월
23일에 쇼젠은 천리교 관장에 정식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1926년(大正15)에 쇼젠은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문학부 종교학 종교사학과에
입학했다. 도쿄제국대학에서 종교학자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 1873-1949)의 지도를 받
대표를 관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패전 후 1946(昭和21)년에 규정된 천리 교교규(天理敎敎規)에서 교
단 대표자의 칭호가 ‘진주’로 변경되었다.
2) 천리 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 1798-1887)의 손녀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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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졸업논문 ｢전도에 대하여(傳道ニツイテ)｣를 제출하고 1929년(昭和4)에 졸업했다.
쇼젠은 대학 재학 중에 이미 천리교의 관장으로서, 또 외국어학교장으로서 교단의 지도와 신
도들의 육성에 힘써 왔으나 대학졸업 후에는 1967년(昭和42)에 63세로 서거할 때까지 교단과
교리의 정비와 해외포교에 힘을 다했다.

2. 천리 외국어학교

쇼젠이 설립한 천리외국어학교에서는 천리교의 교리에 따라 가부장적인 관념이 남아 있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남녀공학을 채택했다. 또 서구문명의 수용에 바빴던 당시의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나라 ‧ 지역의 언어를 가르쳤다. 당초 개설된 전공 언어는 조선어
(朝鮮語), 중국어(支那語), 러시아어(露語), 말레이어(馬來語)였고 나중에 영어, 스페인어 등이
부가되었다. 학교교육에서 이만큼 아시아 언어를 중시한 것은 매우 이래적인 일이었고 이것은
포교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미친다는 포교의 이념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조선어학
부는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개설된 것이었다.3)
패전 후인 1947년에는 한때 나눠졌던 천리외국어학교(1944년부터는

천리어학전문학교)와

천리여자

어학전문학교가 다시 통합되고 남녀공학의 천리어학전문학교(天理語學專門學校)가 되었다. 그
리고 그 2년 후인 1949년에 문학부(文學部)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신제(新制) 종합대학인 천
리대학으로 거듭났다.4)

3. 천리 참고관
쇼젠은 1925년의 천리외국어학교 제1회 입학식에서 박물관 자료 수집을 거론했다. 그는 장
차 해외 포교로 나가는 인재는 언어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꼭 포교하는 나라의 문화와 풍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그것은 책을 통해서 아는 공부와 언어공부만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통
해서도 회득(會得)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해외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현지에서 사용

3) ｢天理外國語學校｣, 天理敎辭典(天理大學おやさと硏究所, 天理: 道友社, 1977), pp.544-545 참조. 쇼젠
은 교주(校主)가 되고 야마 자와 다메 죠(山澤爲造)가 초대 교장이 되었다. (하지만 1924년 9월에는 쇼젠
이 제2대 교장에 취임했다.) 당시 일본의 외국어학교 자체가 도쿄외국어학교(東京外國語學校; 뒤의 도쿄
외국어대학)과 오사카외국어학교(大阪外國語學校; 뒤의 오사카외국어대학) 뿐이었다. 단, 천리 외국어학교
는 일본 문부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학교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독자적인 제도도 가능했던 것이
지만 대학생, 전문학생과 같은 징병 유예의 특혜가 없어 학생들이 불가불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종
종 일어났으므로 1927년에는 문부성 전문학교령에 따른 전문학교로 개편하면 서 남녀동학을 폐지하고
1928년에 천리 여자학원(天理女子學院)을 새로 출범시켰다. 이와 동시에 스페인어(西語部), 영어부(英語
部)를 개설했다.
4) ｢天理大學｣, 天理敎辭典, pp.576-5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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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일상 민속용품의 수집해오도록 권고하고 스스로도 해외로 여행할 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
들이 쓰는 물건들을 열심히 구입했다.
1930년(昭和5)에는 그렇게 모은 민속자료의 전시회인 ｢지나풍속전람회(支那風俗展覽會)｣를
천리교 본부에서 개최하고, 전람회가 끝난 후 그 자료들을 외국어학교 내의 한 교실에 ｢해외사
정참고실(海外事情參考室)｣라는 이름을 짓고 수장했다. 그 후 태평양전쟁 후반에 천리외국어학
교 등의 건물이 군부(軍部)에 접수되고 민속자료들을 따로 옮겨야 할 일도 있었으나 그 사이
에도 수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들어가는 등 수장품은 계속 늘어났다.
마침내 이것이 1950년(昭和25)에 천리대학 부속 시설인 ｢천리대학 부속 텐리참고관(天理大
學付屬天理參考館)｣으로 개칭되고, 1955년(昭和30)부터는 천리교 신전을 둘러싼 건물인 ‘오야
사토야카타(おやさとやかた)’의 일각에 상설 전시실이 마련되었다.5)

4. 천리 도서관

한편 천리도서관은 천리교청년회 회칙에 따라 1919년(大正8) 3월에 천리교 도유샤(道友社)
안에 도서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천리외국어학교가 개교하자 쇼젠은 도유사
도서실과 천리교 학교의 장서, 나카야마가(中山家)의 소장 도서까지 합쳐서 외국어학교 3층 서
쪽 방에 두고 ‘천리외국어학교 부속 천리도서관(天理外國語學校附屬天理圖書館)’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1926년(大正15) 11월부터 2만 6000권(그 중 서양서적이 약5,000권)의 장서
를 가지고 일반 열람을 시작했다. 1928년(昭和3) 10월에 쇼와천황 즉위대전(昭和天皇卽位大
典) 거행 때 천리교교회본부에서는 기념사업으로 독립된 도서관 건설에 착수했다. 건물은 미네
소타대학 도서관의 설계도를 참고하고 1929년(昭和4) 4월에 착공하여 1930년(昭和5) 10월에
완성되었다. 뒤에 약간 증축되었지만 대체로 건축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
고 있다.6)
요컨대 외국어학교(천리대학) ･ 해외사정참고품실(천리참고관) ･ 천리도서관은 모두 천리교
의 해외포교를 위해 외국의 언어와 문화와 풍속을 몸에 익힌 인재를 양성하려는 쇼젠의 생각
에서 나온 형제자매와도 같은 시설인 셈이다.

5. 쇼젠의 ‘컬렉션’ 활용

나카야마 쇼젠은 일본에서는 종교지도자, 교육자 이상으로 희대(稀代)의 컬렉터로도 잘 알려

5) ｢天理參考館｣, 天理敎辭典, pp.569-573 참조.
6) ｢天理図書館｣, 天理敎辭典, pp.580-583; 当館について ｜ 天理図書館 (tcl.gr.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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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그가 모은 컬렉션을 바탕으로 천리참고관과 천리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자료 수집은 현
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천리참고관에서는 현제 약30만점의 자료를 수장하고 있는데 크게 생활문화와 고고미술 자료
로 나눠져 있다. 생활문화 자료는 한반도, 중국 ‧ 대만, 대만선주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
앙아시아(티베트

포함),

서아시아, 남북미, 아이누, 일본, 교통문화, 이민문화(일본계

이민 유품),

북아

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대부분 지역별로 분류되고 있다. 그 중에는 황즈(幌子)7) 컬렉션과 같
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는 거의 없어진 귀중한 민속자료도 포함되고 있다. 또 이민문화 관련
자료는 일본에서 남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이민들이 생활 속에서, 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인(敵國人)’으로 강제수용소에 억류되면서 만든 물품들도 포함되고 있다. 천리교인이 기부
한 자료들인 관계로 천리교에 관한 유품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고고미술 분야는 일본, 한반도, 중국, 오리엔트(중동지역,

고대그리스 포함),

후루유적(布留遺跡)

등으로 분류된다.8) ‘후루유적’은 천리교 본부를 중심으로 한 나라현(奈良縣) 천리시(天理市)
후루초(布留町) ‧ 미기마초(三島町) 부근에 있는 고분(古墳) ‧ 제사유적 등의 복합 유적을 가리
킨다. 이 지역은 고대 호적 모노노베씨(物部氏)의 근거지로 번영을 구가했다. 주로 천리대학이
발굴조사를 맡았으며 참고관에서는 고분시대(古墳時代)의 제사장이 재현되고 있다.
참고관에서는 소장품의 상설 전시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기획전, 스폿 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도쿄(東京)에도 1962년에 천리갤러리(天理ギャラリー)를 개설하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전
시회를 열고 있다.
천리도서관은 종교학과 각국 언어학 ‧ 문학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서관으로, 또 공개도서
관으로 현재 약150만 권9)의 장서를 자랑하고 있다. 일문 및 한문 서적과 양서(洋書)의 비율은
대략 3대 1이다. 특히 종교학, 동양학, 오리엔트학, 고고학, 민족학, 지리학, 언어학, 일본문학
등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하면서 수많은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서양 교류사 관련 자려, 천주교 동양전도 자료, 고(古)기리시탄10) 문헌, 일본-네덜란드 교
류사 관련 자료들을 소장한다. 또 장서들 중에는 일본의 국보(6점), 중요문화제(86점), 중요미
술품(66점)에 지정된 것도 있다. 도서관 창립 이래 200여개의 각종 문고는 문고에서 풀려 각
각 분류되어서 소장되어 있다. 다만 와타야문고(綿屋文庫),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요시다문
고(吉田文庫), 근세문고(近世文庫)의 네 가지 귀중한 문고는 각각 일괄해서 ‘특별문고’에 지정
되고 있다.11)
7) 황즈는 옛날 중국에서 가게 입구에 매 달려 놓는 간판이다. 상품을 본뜬 모 형이나 그림 , 또는 상품을 암시
하는 조형물 등을 걸어놓고 간판으로 삼은 것을 말 안다. ろうそく屋の商店看板“蝋舗幌子” ｜ 参考館セレ
クション (sankokan.jp) 居酒屋の商店看板“酒飯舗幌子” ｜ 参考館セレクション (sankokan.jp)
8) 参考館セレクション - 布留遺跡 (sankokan.jp)
9) 2012년(平成24)에 정보 라이브러리 로 독립 한 구 대학 분관의 장서를 제외함.
10) 기리 시탄은 포르 트갈어로 ‘그리 스도인’을 의미하는 Cristão(옛 표기로는 Christan)에 유래하는 말 로 특
히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 15세기 말 -16세기 말 경)에 전파된 천주교와 그 교인들을 가리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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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야문고는 1938년(昭和13)에 천리교 나카야마가에서 기증받은 렌가(連歌) ‧ 하이카이(俳
諧) 책을 중심으로 한 약3만 점의 컬렉션이다. 고의당문고는 에도시대에 고의학파(古義學派)를
창시한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가 1662년(寬文2)에 교토(京都) 호리카와
(堀川)의 자택에 개설한 사숙(私塾)인 고의당(古義堂, 별명 호리카와주쿠堀川塾 또는 호리카와
학교堀川學校)에서 240여년 내려오다가 1941~1945년(昭和16~20)에 천리도서관에 이양된 장
서 ‧ 유물들이다. 진사이와 이토가의 자손들이 쓴 고본(稿本), 일기, 문인첩, 유품, 수택본이나
한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일반 서적, 서화 등을 포함한 약5,500점 10,000권이 있다. 요시다문고
는 교토의 요지다신사(吉田神社) 가문에 전해 내려온 약7,000점 10,000권에 달하는 신도 서
적, 일기, 문서류이다. 근세문고는 나라현 오우지초(王寺町)의 향토역사가 야스이 요시타로(保
井芳太郞, 1881-1945)가 수집한 근세 야마토(大和)12)의 사찰, 신사, 지배자, 서민 관련 문서,
기록, 지도 등 약6만 점과 그 이후의 것도 포함한 30만 점의 지역역사 자료이다.
한반도 관련 소장품으로는 조선전기에 안견(安堅)이 그린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13)가
유명하지만 그밖에도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그려졌다고 여겨지는 조선역대인물
초상화첩(朝鮮歷代人物肖像畵帖), 낭선군(朗善君)14)이 엮은 한반도 금석문 탁본집인 대동금
석서(大東金石書)15) 등도 있다.
그리고 천리도서관에서는 천리교문헌실을 따로 마련하고 천리교에 관한 문헌, 잡지, 회보, 문
서, 신문, 포스터, 전단, 물품 등을 낱낱이 수집하고 있다. 특히 창간호부터 수장된 천리교잡지
미치노토모(みちのとも)는 1891년(明治24) 12월에 창간되고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어 왔는
데 발행처도 이름도 바뀌지 않는 것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이다.16)
천리도서관에서는 천리도서관 선서총서(天理圖書館善書叢書) 천리도서관 와타아문고 하
이쿠서집성(天理圖書館綿屋文庫俳書集成)를 비롯한 서장 도서의 복제출판, 해외 40개국과의
도서 교환, 개관기념 전시회 개최, 도쿄 천리겔러리에서의 전시, 장서검색(OPAC)의 인터넷 공
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Ⅲ. 종교이념에 입각한 의료기관
종교이념에 입각한 병원을 세운 점, 그것도 단순히 병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11)
12)
13)
14)
15)
16)

特別文庫について ｜ 天理図書館 (tcl.gr.jp)
나라현(奈良縣) 일대의 옛 이름 . 옛날 도읍지였으므로 ‘일본’ 전체를 ‘야마 토’라고 이르 기도 한다.
指定書一覧 ｜ 天理図書館 (tcl.gr.jp)
낭선군은 손자이자 17세기의 서예가 ‧ 장서가인 이우(李俁, 1637-1693)를 가리 킨다.
名品紹介 - 大東金石書 ｜ 天理図書館 (tcl.gr.jp)
天理教文献 ｜ 天理図書館 (tcl.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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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치유하는 전인적 의료를 지향한 점에서도 숭산과 나카야마 쇼젠 두 사람은 공통된다.
나카야마 쇼젠은 1935(昭和10)년에 천리 요로즈 상담소(天理よろづ相談所)를 개설하고 의료 ·
상담 · 후생의 세 부문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년 뒤인 1937년 12월에 사립병원 개설을 인
가받으면서 내과 · 소아과 · 안과 · 엑스선과 및 결핵요양소를 개설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1966년 4월에 천리교 본부의 오야사토야카타 안에 이전하면서 재단법인 천리 요로즈 상담소
(天理よろづ相談所)로서 내용이 확충되었다. 천리 요로즈 상담소는 통칭 ‘이코이노이에(憩の
家)17)’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근원의 부모 곁으로 모여드는 신자들의 휴식처라는 의미
로 나카야마 쇼젠이 명명한 것이다.18)
이코이노이에는 신상부(身上部) ‧ 사정부(事情部) ‧ 세화부(世話部)의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상부는 고도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부문이다. 사정부는 천리교 신앙에 기초하면서
입원환자와 그 관계자,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몸과 마음의 고뇌 해
결을 도모하는 부문이다. 그리고 세화부는 의료종사 인재의 양성, 천리교 교인 · 신자의 생활
에 관한 상담, 사료 및 월보 편집, 재택 간호 지원, 히노끼싱19) 접수, 재택간호 지원 등을 맡
고 있다. 이코이노이에는 ‘즐거운 삶(陽気ぐらし)이라는 천리교의 이상세계 실현에 이바지하는
병원으로서 오늘날에도 긴키(近畿) 지방 굴지의 수준 높은 병원으로 손꼽이고 일본에서 전인
의료(全人醫療)의 선구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다만 천리대학에는 의과대가 없고 이코이노이에는 의사의 양성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어 인
재양성 면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간호사와 위생기사 양성 기관으로는 1967년에 2년제의 천리
고등간호학원(天理高等看護學院,

1979년에 3년제의 천리간호학원天理看護學院으로 개편됨)과

사기사학교(天理衛生檢査技師學校,

1974년에 천리의학기술학교天理醫學技術學校로 개칭됨)가

천리위생검
있다. 이들

은 2012년에 천리의료대학(天理醫療大學)으로 통합됐다.
한편 의사 양성과 의료 실천과의 연관과 충실함, 그리고 동서의료의 양립이라는 면에서 보면
원광대가 앞서가고 있다. 또 이코이노이에 병원에서는 최근까지 응급의료를 실시하지 않는 운
영방침을 취해 왔으나 원광대학교에서는 의료헬기까지 갖추고 응급의료 체제도 완비한 장점이
있다.
원래 원불교에서는 일찍이 소태산 생전의 1934년에 한의약방 보화당(普化堂)을 창설하고 훗
날 제약사와 한방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또 1955년 5월에 진료소 겸 원사(院舍)를 신축하고
1957년에 동화병원(東華病院)을 개원한 바 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원불교의 역사와
이념에 입각하면서,
17) 일본어로 ‘휴식의 집’이라는 뜻이다.
18) ｢天理よろづ相談所｣, 天理敎辭典, pp.586-588 참조.
19) 히노끼싱(ひのきしん)은 천리 교에서 자원봉사를 가리 키는 말 이다. 교리 적으로는 천리 교 신자들의 적극
적인 신은보사(神恩報謝)의 행위를 모 두 ‘히노끼싱’이라 하고 ‘히노끼싱’은 천리 교 신앙이 행동화된 모 습
이다. ｢ひのきしん｣, 天理敎辭典, pp.703-7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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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종사) “앞으로 양의만 가지고도 한의만 가지고도 안 되나니, 둘을 같이 공부하고 활용하
여 인류의 병을 치료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한의와 양의를 합한 의학을 일원의학이라 이름하
나니 잘 연구하기 바라노라.”20)

라는 일원의학(一圓醫學) 사상을 박길진이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약과대학(1965년 설립), 한
의과대학(1972년 설립), 원광보건전문학교(현 원광보건대학교, 1976년 설립) 치과대학(1979
년 설립), 의과대학(1980년 설립)을 차례로 설립하였다. 또한 대학부속병원으로는 1978년에
한방병원을, 1984년에 원광의료원(현 원광대학교병원)을 개원하고 동서의학 체계를 병행하고
있다.

Ⅳ. 박길진이 본 천리 교와 천리 대학
먼저 박길진 자신은 나카야마 쇼젠과 천리교를 어떻게 보았을까? 박길진이 쇼젠에 대해 직
접 언급한 자료는 안타깝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국제종교대회에서 서로 만날 기회가 있
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 다만 천리교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인식이 없었던 듯하다.
요즈음 소위 신흥 종교 교단이라고 해서 生長之家, P.L敎團, 創價學會, 天理敎 등이 대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종교적 구속을 일체 받지 않고 오직 유쾌하게 기분 좋게 살며 그 敎를
믿으면 運數大通 萬病通治 된다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여 거기에 인심이 많이 끌리는 듯하
다.21)

여기서 박길진은 생장의 집(生長之家), PL교단, 창가학회(創價學會)와 더불어 최근 크게 발
전한 일본 신흥종교 중 하나로 천리교를 손꼽히고 있다. 이 종교들은 대체로 신앙에 의한 병치
유와 기복신앙, 마음의 자유를 내세우고 남녀 간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유쾌하게 교
제하기 때문에 지식인과 비지식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도
들의 봉사, 헌금 등으로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큰 건설 사업이나 포
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는 일시적 현상이지 大經大道로서 전 세계 인류의 심
금을 울릴 수 없는 심오한 교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장래의 종교가 될는지는 의문”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광 44호(1964년, 원기49년)의 ｢일본불교계 방문기(日本佛敎界訪問記)｣에서도 일본의
20) 대산종사법어 개벽편 26장.
21) 박길진, ｢戰後 日本佛敎界의 活動狀況｣, 원대학보 30호(1964.1.20.자); 一圓相과 人間과의 關係 Ⅴ.
國際社會와 圓佛敎, 369-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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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신흥종교의 예로 생장의 집, PL교단, 창가학회, 천리교의 네 종교를 들고 있기 때문
에 아마 196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본을 다녀온 견문에 의한 것 같다.22) 다만
실제로 각 교단을 다녀보았는지, 혹은 일본의 종교인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분
명치 않다.23)
다만 천리교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많은 신흥종교 교단의 하나로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박길진이지만 천리대학에 대해서는 대만의 화남대학(華南大學)과 천주교계의 보인대학(輔仁大
學)과 더불어 교수와 학생의 교환유학 방안을 모색케 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다.
교육시설은 배움의 전당 아카데믹한 환경을 조성해서 불편없는 설비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생
생한 기억속에서 배우게 될게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金三龍 교학처장이 작년부터 적극
적으로 추진한 중국의 華南대학(台北) 輔仁대학(台北)과 일본의 天理敎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
의 교환유학을 위해 올해는 열매를 맺도록 언어교육도 실시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북의 원
광대학이 국외로 뻗는 상아탑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24)

박길진은 김삼룡(金三龍) 교학처장(당시)으로 하여금 “전북의 원광대학이 국외로 뻗는 상아
탑”이 되기 위해 대만의 두 대학과 더불어 천리대학으로 교수와 학생을 교환유학 시키려 했고,
그 준비를 위해 언어교육도 실시하려 하고 있었다. 이만큼 천리대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 창립자인 나카야마 쇼젠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박길진은 천리교에 대해서는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 천리교가 창립하고 운영하는 천
리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원광대 교수와 학생을 교환유학 시킬만한 것으로 보았고, 그것이
장차 원광대가 국제적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1970년 10월에 교토(京都)에서 열린 제1회 세계종교자평화회의에 참석한 박길진 일행은 10
월 19일에 이윽고 종교도시 덴리시(天理市)를 방문하고 천리교에서 점심을 먹고 진주(眞
柱)25)와 사진촬영도 함께 했다. 이때 쇼젠이 이미 1967년에 서거했으므로 직접 만나지는 못
했으나 천리교 본부와 가까운 천리대학과 천리도서관, 천리참고관도 살펴보았을 것이고, 천리
교 대표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천리교에 대한 인식도 다소나마 좋아지지 않았나 싶다.26)
22) 박길진, ｢日本佛敎界 訪問記 1963.11.25.~12.27｣, 一圓相과 人間과의 關係 Ⅴ. 國際社會와 圓佛敎,
363-364쪽.
23) 만 약 박길진이 실제로 각 신종교 교단을 방문했다면 당시의 각 교단의 기관지에 예방 기사가 실린 가능
성이 높다. 다만 이것은 뒤의 과제로 남겨둔다.
24) 윤순석(尹順石) 기자(박길진 인터뷰), ｢뚜렷한 敎育觀 앞서야｣; 전북매 일신문(1970.1.21) ｢各界人事
들의 5분 인터뷰｣ 올해만 은; 一圓相과 人間과의 關係 Ⅴ. 國際社會와 圓佛敎, 446쪽.
25) 당시의 진주(眞柱)는 제3대인 나카야마 젠에(中山善衞)이다.
26) “10월 19일. 대회참가 전원이 경도와 나라의 종교시설을 견학하기로 예정된 날. (……) 8시 10분. 전원
이 5대의 최고급 관광버스로 출발. 일본서 제일 큰절 경도의 西本願寺. 일본서 제일 큰 종교도시 天理市.
일본서 제일 큰 신궁 平安神宮. 모 두 ｢제일｣들만 . (……) 점심은 천리 교에서 바이킹 요리 로. 교주(眞柱)와
기념 촬영. 6시에 해산. 관광을 통해 여려대표, 특히 인도, 몽 고, 가나, 마 레지아 등의 대표들과 많 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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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 음말 : 원광 보물의 결집과 활용 방안
이상 나카야마 쇼젠이 창시한 천리대학, 천리참고관, 천리도서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쇼젠은
천리교의 젊은 지도자로써 해외포교를 맡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학교(훗날의

천리대학)를

창설했다. 또 장차 포교할 외국의 문화를 알려면 책으로 공부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그것을 회득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외국의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참고로 제공했다. 그리고 천리도서관도
학생들을 위해 쇼젠이 외국어학교 안에 마련한 도서관으로부터 출발했다.
그것이 지금은 천리참고관과 천리도서관이라는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등도 포함하여 방대
한 수장 자료를 세계적인 박물관 ‧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존재가 천리대학과 천리교의
사회적 위상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헤아릴 수 없다.
쇼젠은 결코 개인적인 취미와 즐거움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컬렉션 한 것이 아니라
천리교의 연구와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천리도서관의 기리시
탄 문헌 컬렉션은 천리교의 해외포교를 위하여 그 선구자인 천주교의 해외 전도에서 배우고자
한 것이다.
또 쇼젠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 향토의 역사와 문화도 결코 소홀시 하지 않았
다. 천리참고관에는 천리교 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출토한 고고학 자료를 수집 ‧ 전시하
는 ‘후루유적(布留遺跡)’ 부문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27) 또 천리도서관에서는 ‘근세문고(近
世文庫)’라는 이름으로 나라현(奈良縣)의 향토사가 야스이 요시타로(保井芳太郞)가 생존에 모
은 야마토 지방의 문서, 기록, 지도 등의 컬렉션을 특별문고의 하나로 지정했는데28) 이러한 것
들도 역시 교단 본부와 대학이 위치하는 향토의 역사문화를 존중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천리도서관과 천리참고관에서는 천리교 교단의 역사기록과 천리교에 관계된 문
헌 ‧ 자료(교내에서

쓰이거나 출판된 서적 ‧ 간행물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천리교에 대해 언급한 온갖 출판물)을

가능

한 한 남김없이 수집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천리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
구자는 반드시 천리도서관을 찾지 않으면 깊은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꼭 천리교에 관한 것만이 아니지만 나카야마 쇼젠은 학자로서의 훈령을 받은 만큼 1차 자료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쇼젠 사후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지침에 따라 자료의
수집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이 참고가 될 것이다. 원광대에서도 마한백제문화
교. 神道대표 천리 교 대표들과도 더 다정해졌다.” 이공전, ｢世界家族의 圓卓에서－世界宗教者平和會議參加
日記錄｣, 원기55(1970), 圓光 68호; 凡山文集 凡凡錄(李空田, 裡里: 圓佛敎出版社, 1987), 242-243쪽,
27) 参考館セレクション - 布留遺跡 (sankokan.jp)
28) 特別文庫について ｜ 天理図書館 (tcl.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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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익산쌍릉 등을 발굴조사하고 지역의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역의 역사문화를 밝히는 작업을 끈질기게 해오고 있다. 또한 원광대학교 박물관
에는 2만여 점의 수장 자료가 있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 생전부터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한국 신종교 중에
서도 초창기부터 풍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보물이라 할 수 있
다. 이것들을 더욱 체계화 ‧ 조직화시켜서 활용함으로써 원광대와 원불교 교단의 향후의 발전
과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학내와 교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물’들을 리스트화 하여 가시화시키고,
둘째, 기증 ‧ 구입 등으로 보물을 꾸준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것을 대학 내 뿐만 아니
라 외부에서 테마 전시회를 열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넷째, 목록이나 도록을
편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서울의 소태산기념관이나 기타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곳
에 갤러리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전시회 및 시민강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갖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다시 보고 세계에 제시하면서 교단 ‧ 학교 ‧ 지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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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필자가 숭산 박길진(崇山朴吉眞, 1915-1986)종사와 인연이 된 것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1974년 7월 4일 원광대학교에 개원되고 원장은 숭산총장이 맡았으며 사무장에는 한기두박사,
간사는 필자가 맡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원불교사상연구원을 대학부설로 설립한 것은 원광대
학교는 원불교 종립대학교이므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
여는 전문적인 대학부설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숭산총장의 용단으로 설립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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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필자는 당시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이었다. 그 당시는 원불교
사상연구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마는 적은 돈도 원장인 숭산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였
기 때문에 자연히 숭산님을 자주 뵙게 되었다. 또 자주 뵙다보니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말씀은
드리게 되었고 숭산님도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는 몇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였기에 자연히 신
뢰관계가 생기게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 1974년 7월 4일, 원불교사상연구원 개원이래 1979년 봄까지 간사 일을 보았는
데 이때 급료는 한달에 1만원이었다. 교비로 연구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간사 급료도 얼마 되지
않은 연구원 예산 내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숭산님은 결재하실 때
에 가끔 “주인은 제집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시니 적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 후 필자는 1976년 개교한 원광보건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되게 되었고, 1979년
3월부터는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교수로 옮겨 왔으나 이후에도 보고 드릴 일이 있거나 숭산님
이 펴내신 대종경강의 편찬관계 등 몇 가지의 공적인 일로 1986년 11월 25일 오후에 과로
로 쓰러지시어 원광대 의료원에 입원하시기 전날까지 종종 뵙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간히 뵙
고 말씀 나누면서 체득된 숭산님의 심법과 경륜의 일면을 정리하여 나의 일생에 크게 귀감을
주신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숭산님에 대한 보은과 추모의 마음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06년 10월에 원광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으로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발행한 숭
산문집에 게재한 필자의 글을 보완하고 몇 항목을 추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Ⅱ. 숭산님의 심법과 행적
1. 숭산님의 부친에 대한 회상과 초기교단에서의 역할
숭산총장님을 모시고 1975년 8월에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위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유성
으로 연수를 갔다. 그때 유성 만년장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충북 괴산 화양동 계곡을 탐방하였
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학교로 출발하기 전에 숭산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든 일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간추려 정리하여 본다.1)

1) 편집자 주: 당시 연수 마 지막 날인 8월 14일 오전 만 연장 호텔 숙소에서 숭산님의 말 씀을 녹취한 기록은
다음을 참조. ｢숭산 박길진 총장을 모 시고: 1975년 8월 12-14일/유성, 화양계곡｣, 원불교사상과 종교문
화 제90집, 2021, 558-5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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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위원 연수 때의 숭산님(1975년 8월 12-14일), 장소 : 화양동 계곡

첫째는 부친 소태산대종사(박중빈, 1891-1943)께서는 숭산님 3-4세경부터 일심훈련을 시
키셨다는 것이다. 집안 혼인을 숭산님 댁에서 치뤘는데 신부의 코끝이 불그스레하여 자꾸 바라
다보자 대종사 물으시기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하시기에 “저 신부의 코끝에
가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리자 마음의 거래를 아는 아들의 답변이 만족스러우신 듯 고개를 끄
덕이셨다고 한다. 그 후 조그마한 나무패에 열십자를 그어 놓으시고는 “방안에 있거나 놀다가
방에 들어와서는 이 열십자의 한 중앙을 자주 집중하여 보아라”라고 하시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다. 아마 그때는 단전주선법이 정립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또 어린 나이에는 단전주
선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한 곳에 일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숭산님의 마음훈련을 지도하신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이동안(1892-1941)선진이 열반하였을 때 대종사께서 법상에 올라 앉으셔서도 매우
통탄해 하시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 한다. 그 모습을 본 숭산님은 대종사님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하고 평소에 생각해왔던 탈 인간적인 도인의 모습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부친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다. 그러나 대종사님의 차자요 숭산님의 아우인 길주가 어린 나이로 열반
하였을 때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으셨으나 집앞에 세워 놓은 열반표기가 조실에서 환히 보이므
로 몇 번 조실 앞길을 거닐어보시더니 “저 열반표기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져다 놓
아라” 라고 하시어 옮겨 놓게 되었다고 한다.
숭산님은 이때 대종사님도 자식 잃은 것에 대하여는 슬픈 마음이 계시기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하여 세속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특별한 일만 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살아오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아버
지 대종사님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셋째로 일본에 유학 중인 동양대학 철학과 3학년 때 소태산대종사는 “공부 빨리 마치고 돌
아오너라. 어서 와서 불교전수학원을 세워 운영하여야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시더니 얼마 후에는
‘불교전수학원장’ 사령장(1939, 25세)을 보내셨기에 아직 수학중이라 귀국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드리자 귀국 후 불교전수학원 운영을 위해 일본 학교들을 잘 살펴보고 오라는 편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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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고 하였다. 이때 대종사님은 불교전수학원을 종래 사찰의 선방과는 다른 현대식 교육기관
으로 구상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받들고 보니 정산종사께서 광복 직후인 1946년
에 유일학림을 세우신 것은 이미 대종사 재세시부터 준비된 것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넷째로 원불교 의례의 정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19
41, 27세) 복장도 여러 가지고(두루마기 위에 가사를 걸치고 있었다함) 의식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마침 김태흡(1889-1989)스님이 말하기를 이미 불교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당시 일본 조동종
총본사인 박문사(현재 신라호텔 영빈관)에 있는 우에노 슌에이(上野舜潁, 1872-1947) 노사
(老師)에게 가서 의식을 배워 오기도 하고 우에노 노사와 친분도 갖게 되면 어려운 시기에 불
법연구회에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여 대종사님의 승낙을 받아 박문사에 가서 3
개월 정도 머물면서 새벽 예불도 같이 하고 일체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 의식을 배워 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돌아올 때에 우에노 노사가 검정색 법복을 한 벌 주었으며 돌아와 법복과 납
자사용하는 법, 목탁치는 법, 독경법 등의 의식을 정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문사에 갈 때에
대종사 당부하시기를 “그곳에서 다른 것은 배울 것이 없으니 의식 외에는 관심 갖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숭산님은 부친 소태산 대종사를 영웅과 성자상을 겸한 분으로 회고하셨다.

2.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관점

원불교사상연구원 개원 이래 첫 세미나는 사상연구원 설립 해인 1974년 10월 22일에 가졌
던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였다.2) 이때 한 발표자는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며, 교서 중 불교와
관계된 대종사의 말씀은 그 당시가 일정 치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하신 말씀이지 대종사의 진
심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으며 그 근거로 육대요령에는 불교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지 않느
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발표자는 육대요령만을 근거로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교사의 내용과 ｢정전｣ 및 ｢대종경｣에서 관계된 내용을 종합적으
로 볼 때에 원불교는 새 불교로 정의함이 옳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한 분은 전통 불교가 석가모
니에 의한 불교라 한다면 원불교는 소태산의 불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새 불교라는
논리였다.
이렇게 두 주장이 맞서는 것을 지켜보신 숭산총장께서는 원불교와 불교가 관계가 전혀 없다
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불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은 한 백여 년
지난 후에는 자연히 드러나게 될 텐데 왜 미리 불교니 아니니 하고 스스로 논쟁을 제기하느냐
고 하셨다. 또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교단의 대외활동, 특히 국제 활동 등에 장애를 가져올
2) 편집자 주: 이 보다 앞서 원불교사상연구원 설립 일인 7월 4일 창립 총회 및 기념강연회에서 숭산님께서
강연하신 주제도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였고, 전원배 박사가 ｢내가 본 원불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
다. ｢원불교사상연구원 일지｣, 원불교사상 제1집, 1975, 부록 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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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셨다. 이러한 세미나 과정을 목격한 필자는 답답하기도 하여 당시 총
부에 머무르시던 대산 김대거(1914-1998)종법사를 찾아갔다. 그때 대산종법사께서는 종법실
에 계시지 아니하고 당시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수도원 건물(현
물이 있었다)에서

대학원대학교 앞쪽에 신축된 건

휴식하시는 중이었다. 그곳에 계신다하여 찾아가니 황직평 법무실장이 “안에 쉬

고 계시니 들어가 보라”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산종법사께서 목침을 베고 누워 휴식하고
계시었다. 인사를 드리고 앉자, “오늘은 별일 없었느냐?”고 물으셨다. 이에 “오늘은 사상연구원
에서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하여 열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드리자 “그래 말들
이 어떻게 나왔느냐?”며 다시 물으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불교는 새 불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며 논쟁이 컸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마자 누워계시던 대산
종법사께서 번쩍 일어나 앉으시며 다시 하문하시기를 “거, 누가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
였느냐”하고 큰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그동안 종종 종법사님을 뵈옵고 지압을 하여 드리거나 이발을 하여 드린 적도 있고, 또
모시고 성탑 주변을 산책한 적도 있었으나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받든 적이 없기에 놀랍
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선진인 교수님의 이름을 얼른 말하기가 난감하여 잠시 머뭇거리니, 대
산종법사께서 다시 “누가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할 수 없
이 “모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니 대산종법사 말씀하기를 “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여라.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이 두 분이 아니시다.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일원종이라고
해도 괜찮다고까지 하셨다. 그러나 대종사님 열반 후 정산종사(송규, 1900-1962)께서 원불교
라고 하여 독립된 교단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지마는 대종사님의 본의를 모르면 안된다. 이
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여라”라고 하시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다.
그 후 원불교사상연구원 회의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대종사님의 이러한 구상에 대
하여는 1990년 하향 대재 때 전경진법사도 대각전에서 열렸던 대종사 추모담에서 밝히신 적이
있다. 그 후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얼마동안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없다가 내외적으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커짐에 따라 1999년 제95회 임시수의단
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불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불교는 불교이나 원불교이다]는 표현과 [불교는 불교이나 새 불교이다]는 표현을 사용한
다.
2. [불교가 아니다]는 표현은 삼가 한다.
3. 불교와의 학술 및 일반 연합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신앙 의례활동은 각각 따로 한다.
4.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한 불교연합회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에 대하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석가모니불을 성중성(聖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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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불법에 연원하여 교문을 열겠다’는 포부를 대각 직후 밝히신 바(대
종경 서품2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종사께서는 전통적인 불법(佛法)을 시대와 대중과 생활
에 적합하게 개혁하겠다고 하심에서 근본적으로 법에 있어서는 상통하지마는 전통 불교의 교
단은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신 것으로 이해된다.

3. 숭산님의 인성교육관
숭산총장님은 교육 중에 으뜸교육은 인성교육이요, 도덕교육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신념은
원광대학교의 교훈인 ‘지덕겸수 도의실천’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인사예절을 중시하셨는데 인
사는 상대에 대한 공경심의 나타남이라 하셨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시대변천에 따른 영향
인지 학생들이 인사를 할 때에 눈만 깜빡한다든가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는 경향에 대하여
대단히 질책을 하시었다. 때때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대학의 교훈이 지덕겸수 도의실천인데 도
덕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저런 인
사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이러한 도덕교육을 “ ‘종교와 원불
교’(당시 교재명은 ‘교학개설’) 시간에 잘 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며 몇 차례 원불교학과 전 교
수를 불러 교학개설의 강의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교육 잘하기를 당부하시었다. 특히
‘종교와 원불교’ 시간에 교재의 앞부분이었던 종교 일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고, 원불교의 교
리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들리니 원불교 교리에 대한 부분을 잘 강의 하도
록 당부도 하셨다.

4. 풍부한 유머 - 몸 은 늙어가도 마 음은 젊다

숭산총장을 모시고 원불교사상연구원 운영위원회를 마친 후 시내에 있는 이리식당에서 식사
를 한 일이 있다. 필자는 미리 나와서 숭산총장님의 구두를 신기 편하게 돌려놓아 드리고자 찾
아보았으나 치수가 큰 검정구두가 없고 빨간색 계통의 구두가 있었다. 그래서 설마 숭산님이
빨간색 구두를 신으실까 생각이 들어 총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총장님 구두가 안보이네요 여기
에 빨간구두 한 켤레 있긴 하지만 혹시 이 빨간 구두가 총장님 구두인가요” 라고 말씀드리니
총장님 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무엇을 잘 모르네. 이 사람아.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젊은 것이
네. 그래서 구두라도 빨간 구두를 신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어 일행이 한바탕 크게 웃게
되었다.
그 후 어느 때인가는 넥타이를 붉은색 계통으로 하신 적이 있기에 또 “총장님은 빨간색을 좋
아하시는 가요”라고 여쭈니 “이 사람아. 나이가 들수록 젊은 색 넥타이라도 매어야 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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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가? 아직 자네가 젊어 뭘 잘 모르네 그려”라고 하시어 숭산총장님의 색깔 조화 감각을 알게
된 후 다시는 빨간 구두를 신으시든 빨간 넥타이를 매시든 더 말씀 여쭙지 않았다. 이렇게 마
음으로 젊게 사시고자 관심을 가지시는 숭산총장님은 당시 5월 원탑 축제 때에 학생봉사 써클
인 가로수회의 가면무도회에 나오시어 젊은 남녀학생들과 함께 가면을 쓰시고 함께 어울려 즐
겁게 춤을 추시기도 한 일이 엊그제 일만 같다.

5. 강과 유를 조화시키는 인사법 - 늘 책상 서랍속에 채근담을 펴놓고 보시다

1980년 초는 이른바 ‘서울의 봄’ 등의 명칭처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긴급조치가 풀리게
되어 3김씨의 정치복귀와 학생운동으로 학원이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때 신요영 학생처장
의 후임으로 유성호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때 유성호 교수 나이가 만 39세였다. 여러 교수들이
말하기를 “이 어려운 때에 이제 나이가 만40도 되지 않았으며 성격이 비교적 조용한 유성호
교수가 어떻게 학생처장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며 말들이 많았다. 이에 필자도 걱정이 되어
숭산총장님을 뵈온 기회에 “총장님, 요사이 학생처장 임명건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젊은
처장을 임명했다고요.”라고 말씀드리니 숭산총장님이 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강(强)은 유(柔)
로 쳐야 되는 거여.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라
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숭산총장님의 강과 유를 조화시키는 용인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숭산총장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유성오 교수는 혼란스런 시기
에 학생처장직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많은 칭송을 받았다.
이때 숭산님은 의자에 앉아계시는데 총장님의 책상 중앙 서랍이 열려 있고 책장을 넘기시는
것이 보이기에 총장님께 “무슨 책을 보고 계시는가요?” 하고 여쭈어보니 “채근담을 보고 있
네. 채근담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손님들이 없는 틈틈이 보면서 마음 관리와 수양의 요
체를 삼고 있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평소에 성리연마를 늘 강조하시며 성리에 바탕하여 시
비이해와 대소유무를 바루고 가리어 나가시는 숭산님의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 할 수
있었다.

6. 대종경강의 출간하기까지

1978년 여름에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장인 한기두 교수가 숭산님의 교재인 대종경강의를
출판하여 드려야겠으니 숭산총장님을 만나 뵈어 보라고 하여 숭산총장께 가니, 대종경강의 노
트 두 권을 주셨다. 충분히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각 품절마다 간략히 몇 말씀씩 적은 노트였
다. 그래서 이 노트만 가지고는 책을 만들 수가 없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숭산님을 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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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뵙고 보충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데 필자도 시간이 바빠 추진하지 못하고 몇 달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한번 부르시어 대종경강의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이 끝나면 겨울방학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 드리니
숭산님 말씀 하시기를 “제 일이 아닌데 서두를 이유가 있겠어.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이여”하
시는 것이었다. 나는 “네 죄송합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에도 바로 추
진하지 못하였다. 그 뒤 다시 한번 불러 또 확인하신 후 “그럼 그렇지. 제 일이 아닌데 서둘러
할 리가 있겠어”라고 하시어 민망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1979년도 들어 숭산님을
뵙고 강의노트를 보충하는 말씀을 받들고자 하였으나 낮에는 숭산님께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
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당시 가정관(현 교학대학 뒤 보건대 건물)에 있던 숭산님 식사하시는
숙소에서 저녁식사 하신 후 보충 말씀을 받들고 정리하여 1980년 6월 20일자로 원광대학교
출판국에서 신국판 332쪽의 대종경강의 초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때 뒷부분의 ｢선종 공안
해의(禪宗公案解義)｣ 정리는 김이현 교무가 숭산님 강의 내용을 정리한 노트에 의거하여 서경
전 교수가 담당하였다.

7. 숭산님의 학교 부지관 - 의대병원 동편부지매 입 일화

1979년 봄 무렵, 당시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곽계환 교수가 찾아와 학교시설 계획지구를 고
시해야 되는데 숭산총장님이 학교부지를 넓게 잡지 말라고 하시니 아산(김인용, 1922-2015)
님이 괴로워하신다고 하며 시설예정지역을 같이 돌아보자고 하여 돌아본 적이 있다. 그때 숭산
총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현재 체육관 앞 남문에서 공대 넘어가는 길까지로 하라고 하셨다가
조금 더 확장하자고 아산님과 곽교수 등이 건의하자 남문에서 과수원(현 약학대학과 사범대학
뒷편에 과수원이 있었다)을 거쳐 서영부락으로 가는 고갯길까지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렇
게 되면 부지 모양이 반듯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게 되니 서영부락으로 넘어가는 길을 현 의과
대학 동편 길을 정비하여 돌려주고 그 안의 부지 즉, 현 의과대, 한의과대학과 부속병원 부지
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다시 건의하여 승낙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및 의과대학 ․ 치과대학, 한의대 병동과 교육관을 지
을 수 있게 되었다. 건물들의 배치에는 건축공학과 정사희 교수가 아산님의 자문에 응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아산님은 학교 건물을 짓거나 부지를 확장하는 등 큰일을 할 때에는 꼭 그 분
야 전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행하셨다. 그 후 곽계환 교수가 다시 말하기를 새한주유소
까지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아산 김인용 처장이 숭산총장께 누차 말씀 올려도 대답하지 않으시
며 “이제 땅장사까지 하려고 하는가. 학교부지는 그만 넓혀라”라고 하시며 부지 매입을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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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시어 아산님의 걱정이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산님을 만나 뵈오니 치과대 동편 부지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중에 한쪽을 떼어 팔
아도 굉장한 비용이 나올 텐데 숭산총장님이 대답을 않으시니 적당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올
려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때에 간혹 나의 직무가 아닌 일에 건의하다가 숭산님으로부터 꾸중
을 들은 일도 몇 번 있기에 망설여졌으나 그때마다 사심으로 하는 건의가 아님을 아시고는 받
아 주신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이 일도 중요한 일이고 아산님의 학교를 위한 일편단심의 모습
을 이미 오랫동안 보아온 터라 나도 적당한 기회에 진언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코자 곽계환 교수와 새한주유소 뒤편을 몇 바퀴 돈 적이 있다. 그 결과 학교의 장래를 볼
때 부지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숭산총장께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낮에는 뵈옵기가 어려우므로 가정관 숙소에서 식사하신 후 찾아가 인사를 드리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어?”라고 물으셨다. 그래서 “숭산총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장래를 볼
때에 새한주유소 뒤편 부지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자네도 아산처럼 땅장사
하려고 그래?”라고 반문하시며 “학교는 한없이 키울 수가 없으니 지금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며 부지확장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후 아산님과 곽계환 교수는 부지확보에
시급성을 말씀하시고 나도 공감이 되었기에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말씀을 올렸으나 번번히 응
답을 주시지 않으셨다. 이에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그 지역 지도에 이미 몇 군데 산 땅은 파
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앞으로 사야할 땅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당시 시세로 보아 얼마 정
도면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불필요시에는 팔아도 몇 십배의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도표시와 문서로 작성하여 다시 숭산총장님을 뵈옵고 “총장님.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아 주십시요”라고 말씀 올리니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보
지”라고 하시며 지도와 문서를 정밀히 보시더니 “응. 사야 되겠구먼, 알았어. 내가 내일 아산한
테 땅을 사도록 말하지”라고 응답을 주셨다.
그 후 아산님은 땅 매입을 서둘러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나 일부 지주와 주민들이 반대로 수
난을 겪기도 하셨고 총무처장직에서 재무처장직으로 옮기시게 되었다. 이후에는 부지매입이 주
춤거리다가 보건대학 이전용으로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매입토록 하여 상당부분이 확보
되었고 그 후 문산총장때 보건대학을 현 부지로 확정하고 그 대신 매입한 땅을 대학용으로 교
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8. 대학교무들의 용금 급료화 과정

1980년 초, 혼란 중에 일부 교무들이 우리가 용금만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살아나가기가 쉽
지 않으며 일반인들도 대학전무출신은 용금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걱정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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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혹도 가지니 이런 기회에 급료를 현실화하여 일부는 교단성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받도록 하면 좋겠으며, 마침 원광 여중고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니 대학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숭산총장께 건의 말씀을 필자가 올려주도록 누차 요청이 들어왔다. 나도 처음에
는 망설였다. 왜냐하면 내가 원불교사상연구원 간사 시절에 월급 일만원을 받을 때에도 결제하
실 때마다 숭산총장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제집일 하면서 월급 받는거 보았어? 주인은 제집
일 하면서 월급 받는거 아니여”라는 말씀을 누차 받들었기에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으나
잠시 생각해보니 계속 이러한 형태로 지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어차피 시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기에 용기를 내어 총장실로 찾아갔다.
숭산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어?”라고 물으시기에 “예. 오늘은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고 하시기에 “죄송하지만 지금 드
리는 말씀은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학에 근무하는 전무출신 모두의 의견이고, 또 학생
들과 다른 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에 근무하는 전무출신들의 급료를 호봉과 직급에
맞게 지급받도록 해주시고 그 돈에서 일부를 떼어 교단 성금으로 납부하면 교단 성금도 부담
없이 해결되고 이제 대학도 커졌으니 대학에 근무하는 교무들도 안정된 생활로 직무를 잘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혹 얘기했지만 주인이 제집일 하
면서 월급 받는 거 봤어?”라고 역시 반문하셨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씀 올리기를 “총장님, 죄송하지만, 총장님은 공비로 출장도 가시고
식사도 학교에서 하시고 또 판공비도 있으시고 하니 돈 걱정 없이 사시지만, 저희들은 정말 너
무 어렵게 삽니다. 집에서 하숙도 치고, 또 부업도 하느라고 정토회원들이 바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무출신 급료형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원광 여중고도 얼마 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인처럼 호봉과 직급에 맞게 지급하고 성금을 떼어 교단에 보내기
로 하였다고 하니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이렇게 시행하여 주시면 대학 교무들의 가정도 안정
되지만 직무수행도 훨씬 수월하게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 올리니, 숭산님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라고 답하셨다. 그
후 두 명의 전무출신을 원광 여중고로 사실 확인을 하러 보냈으며, 확인하신 후 건의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다.
2021년 8월에 박맹수(윤철) 총장이 1980년 5월에 결재된 ｢전무출신 교직원 봉급재조정｣ 기
안지를 문서고에서 찾아 필자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를 받아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였다. 이
기안지에는 “전무출신 교직원 봉급을 일반직과 동일한 급호봉에 의하여 계산하고 교직원은
35%를 성금으로 공제하는데 연구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직원은 25%를 공제한다”고 명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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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중한 원로 교수들 초빙
숭산님은 서울의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여러 명망높은 원로 교수들을 원광대학교로 초빙하
여 후학들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 주고자 많은 신경을 쓰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도 몇
분 있지마는 특히 철학계 원로 교수들이 여러분 초빙되었다. 대표적으로 전원배(1903-1984)
교수를 들 수 있다. 전원배 교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등재된 유명 교수로 본관은 담
양이고, 호는 백암(百巖)이다. 1914년 군산보통학교를 나온 뒤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
본으로 가서 고학으로 도쿄외국어학교(현 도쿄외국어대학)를 졸업하였으며, 이어서 1932년에
경도제국대학(현 경도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귀국한 후 서울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임하면
서 1933년에 조선철학회를 창립하였고, 잡지 東光의 편집장, 서해공론의 주간을 맡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철학사상의 보급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연희전문학교, 연희대학교, 전북대학
교, 중앙대학교 등의 교수를 거쳐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1960년
에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적 저술
로 철학개론, 철학의 제문제, 논리학, 역사철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이상은(전 고려대 교수), 고형곤(전 서울대 교수), 조명기(전 동국대 교수), 배종
호(전 연세대 교수), 윤명로(전 서울대 교수), 정 종(전 동국대 교수) 등이 있으며, 특히 가깝
게 지낸 분으로는 정종 교수와 조선대학교 박철웅 총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반대학
원 재학중에 이상은 교수로부터는 한국철학 과목을 수강했고, 고형곤 교수로부터는 선사상을
수강했으며, 조명기 교수로부터는 한국불교사상을 수강했고, 배종호 교수로부터는 철학과로 가
서 유학철학을 청강하였다.

10. 수행심 - 활불로 사신 일생

필자는 숭산총장님을 교육자요 행정가이면서도 대 수행인이요, 일상의 생활속에서 불법을 구
현하신 활불(活佛)로 기억한다. 어린시기에 부친 소태산 대종사께서 무릎에 앉히고는 일심양성
법을 직접 지도해 주셨고 스스로도 늘 마음을 챙기고 관리하며 사신 일생이었다. 필자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총장실에 방문자가 없을 때에는 채근담을 읽는 등 독서를 하시거나 호두알이
나 염주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시었다.
퇴근 후에는 댁에서 한복으로 갈아입으신 후 현 교학대학 건물 뒤 야산에 있는 묘지를 염주
를 돌리며 걸으시면서 염불을 30 ~ 40여 분 정도 하셨다. 어느 날 필자가, “총장님께서는 단
전호흡을 어떻게 하시는가요”하고 여쭈니 상의를 젖히시고는 한복바지의 천으로 된 허리끈을
가리키시면서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모으는데 혹 일심이 안될 때에는 허리끈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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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 버리네”고 하시며 “그래서 퇴근 후에는 이렇게 한복을 입고 허리
끈을 매고 단전호흡을 하고 있네”라고 답을 하시었다. 때로는 “시비장단
이나 애착 탐착에 끌리지 않고 담담한 마음을 길들이고 있네”라고도 하
시었다.
혹 어떤 분이 총장실로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시비장단을 말하면 곧
바로 그 당사자를 오도록하여 말한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지금 이런 말
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하고 물으시며 바로 확인하시었다. 물론 먼
저 말한 사람은 난감할 수가 있지마는 동시에 오해가 풀어지게 되니 결
국은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또한 총장실에
와서 다른 사람의 시비장단을 무책임하게 말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고 본다.
숭산총장님은 평소에 ‘실사구시’를 강조하셨다. 실현성 없는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다 헛바퀴 도는 얘기” 라고 하시거나 “허공
에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지적하시기도 했다. 필자는 숭산총장님의 일
생은 “일하는 부처” 즉 동정일여의 활불의 생애였다고 본다.

11. 회갑과 고희때 남기신 말 씀과 친필 ‘나의 일생’
1975년에 숭산총장님의 화갑논문 한국불교사상사가 출판되었고, 1984년에는 고희논문 한
국근대종교사상사가 출판되었다. 모두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었다. 화
갑 논문 봉정시 인상적인 말씀은 “내 일생을 살펴보니 학자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닌 일생이었
다. 학문을 하자니 수행에 철저할 수가 없었고, 수행을 철저하게 하자니 학문을 완벽하게 하기
도 어려웠다”라고 하셨으며, 고희 때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형체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은 다 떠
났다. 남은 기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셨으며 “희로애락과 시비장단에
끌리지 않고 늘 담담한 심정을 표준으로 살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남아 있다.
숭산총장님은 친필로 이상비 교수에게 ‘나의 일생’이란 글을 써주신 적이 있다. 이 글은 이상
비 교수가 숭산총장님을 모시고 1985년 늦여름에 광주에 간 적이 있는데 차중에서 이 글을 써
주시면서 “나는 대학을 세워서 근 40여 년 동안을 경영하였지만 나 개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따로 돈을 꾸려 놓은 일이 없고 가족이나 일가친척 친소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소
박하게 해왔어. 이렇게 청렴하고 공정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을 나는 진리생활이라고 생각해왔
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 이글이니 내가 죽은 후에 이와 같은 진리생활이
다시 요청되는 때가 오거든 그때의 소용이 되도록 잘 간수해 보아” 라고 하시며 모조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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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의 앞뒷면에 만년필로 ‘나의 일생’이란 글을 써주신 자료가 있다. 숭산총장님은 이 글을 남
기신 다음 해인 1986년 12월에 열반하셨다. 이 글은 이상비교수가 소장하고 있다가 1995년도
에 공개하였다. 이 글은 숭산총장님이 직접 친필로 간략히나마 한 평생을 회고 하시면서 작성
하신 글이고, 또 내용 중에 숭산님의 자라신 환경과 포부, 심법 등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며,
당시 이교수에게 간절히 당부한 말씀도 있기에 이 글을 여기에 그대로 소개한다.
｢나의일생｣
나는 어려서부터 정신적 단련을 받아왔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소리를 지르면 왜 저편에서 다시
소리가 오는가? 저 하늘은 위에 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등의 의문과 사고의 시련을 시켰으며 예의를 가르치면서 절을 잘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나
는 집에 온 거지에게까지 절을 한 일이 있다. 7세시에 한문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배
운 글을 처음부터 외우고 거꾸로도 외워서 천자문 전체를 거꾸로 외웠다. 서당에 다니고 있는
데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쫓겨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늦게야 학교에 들어가서 보통학교
를 마치고 고등보통학교(중고등학교 합한 것)에 입학을 하려는데 종교가가 되려면 기독교 학
교에 가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종교적 정서와 설교로 인
해서 얻은 바가 많았다. 또 사회 인사들의 강연도 많이 들었다. 그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정치
대학에 유학 갈 결심도 했었다.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치활동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서적을 탐독하면서 심기가 변해져서 국내에서 불쌍한 사람을 위
해서 내 몸을 받쳤으면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 때
문에 철학공부를 하기로 하고 대학은 일본으로 철학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다. 일본에서는 교양
서적, 교육, 철학, 명저소설, 시 등 동서양의 고대, 현대의 것을 모조리 읽었었다. 그러나 그것
으로서 만족해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 세상에 낳다면 무엇하나를 해놓고 죽어야 하지 않느냐,
백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남겨놓
을 것을 결심하고 학교사업을 하게 된 셈이다. 35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에 바쳐왔다. 나는 그
러는 동안에 항시 마음먹기를 사리사욕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일가친척 원근친소에 기울어지
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오직 학생을 위하는 마음만으로 일해 왔다. 나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되느냐하고 엄격히 꾸짖고 남의 잘못한 일은 그럴 수도 있다고 용서하는데 노력해왔
다. (1985년 8월 22일)

Ⅲ. 맺 음말 : 최후 유촉의 말 씀
1986년 들어와 학내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시국은 시국대로 민주화운
동이 불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목소리가 컸으며 일부 교수들도 숭산총장님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특히 2학기에 들어와 몇 차례 찾으시어 오후에 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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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는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계셨고, 당시 몇 가지의 학내 일로 머리 아파하셨다.
그러시면서 학교에 대한 걱정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몇 가지 하셨다. 당부의 말씀 중 잊
지 못하는 말씀은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인 1986년 11월 24일 오후에 뵈었을 때였다.
“우리 원불교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일원사상 아닌가. 일원사상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
고 포용하고 살려 쓰는 것인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네 편, 내편하고 편 가르기를 하
면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는가.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원불교 사람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타 종교인도 필요한 사람은 활용해서 써야 학교가 원융하게 발전하지 않겠
는가”라고 하시면서 ‘두 손으로 둥그렇게 원을 그려’ 보이셨다. 그러시면서 “내 말 명심하
여 학교 일 하는데 꼭 참고하라”라고 하시는 당부 말씀을 거듭해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신 그 이튿날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지신 것이다. 이
지면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마는 나는 당시 숭산총장님이 특히 머리 아파하신 학교 일들
을 몇 가지 목격하여 알고 있기에 정말 한동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편치 못하였다. 그래
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을 유훈으로 받들고 지금까지 명심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
고 있다.
이상으로 숭산님의 일생에 걸친 ‘심법과 행적에 나타난 경륜’을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첫
째, 소태산 대종사의 장남으로서 교단 일에서나 학교 일의 처리에 있어서 원만 공정과 진
일보의 성취를 향한 소명의식이 늘 바탕되어 있었다고 본다. 둘째, 대학 경영자로서 대학
의 발전을 향한 일념과 포부와 진일보가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늘 중도와 인화를 위
한 용인법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셋째, 수행인으로서의 정진을 나름대로 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직무로 인하여 갈증도 없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숭산님의 생애
를 조명하여 볼 때에는 일원의 철학 즉, 성리(性理)에 바탕한 공무처리와 생활로 일관하
셨으며, 또한 이에 바탕한 혈성어린 대 공심(公心)과 청렴 ․ 검소 ․ 공정 ․ 중도 ․ 융화 ․ 근
검 ․ 소박의 생활로 일관하신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숭산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마음 그릇이 광활한 큰 어른으로 기억한다. 필자
같은 후진들이 건의드리는 일들도 꼭 먼저 확인 하신 후 바로잡아주신 일들을 몇 가지 목
도(目覩)하면서 밖으로는 냉철하시면서도 안으로 바르고 포근하고 따뜻한 심법을 가진 어
른이셨으며, 늘 풍부한 예화와 유머로서 분위기를 밝고 부드럽게 이끌어 주신 참으로 큰
스승이요, 선진이시며 도인이셨다고 회고되며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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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廷柱⋅李兌榮⋅崔載喜⋅崔虎鎭⋅전택부⋅姜小泉⋅趙豊衍⋅朴吉眞 著, 現代韓國隨想錄21, 금
성출판사, 1984.

2. 논저류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1985년 11월 3일 박길진 김창환), KBS한국방송공사, 일요
放談 : 韓國을 움직여 온 元老들의 TV對談, 한국방송사업단, 1986, pp.487-504.
｢숭산 박길진 선생의 약력｣, 김세환 저, 배재팔십년사: 창립80주년기념, 배재학당, 1965,
pp.596-600.
｢인간애의 실천자-박길진｣, 대한연감사 편, 한국명사대감, 대한연감사, 1958, p.66.
박길진, ｢圓光大學校의 建學理念과 發展方向｣, 大學敎育4, 大學敎育協議會, 1983, pp.126-133.
, ｢창간사｣, 대학교육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p.5.
, ｢큰 것을 향해 큰 길로｣, 강계주, 지식인 2000인 선언, 독서신문사, 1986,
pp.191-192.
, ｢추천사｣, (원색) 本草維新 : 동의 약리학, 경원문화사, 1979, pp.3-4.
, ｢현대와 교육｣, 교양교재연구회, 현대인의 생활과 인간, 학문사, 1994, pp.7-13.
, ｢(특별강연) 새로운 도덕교육을 위한 제언｣, 이상비, 현대와 윤리, 학문사, 1979,
pp.7-18.
, ｢동서사상에 있어서의 유일자｣, 원광대학교, 대학과 지성, 원광대학교, 1974,
pp.13-18.
, ｢추천사｣, 김은준, 둥그신 빛을 찾아서, 원불교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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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의 관계｣, 김형석, 지적인 여성이 되기 위하여, 원음사, 1986, pp.33-35.
, ｢인간들은 재생되어야 한다｣, 독서신문사, 생각하는 생활, 독서출판사, 1972,
pp.109-113.
, ｢소태산의 종교관｣, 김홍철, 한국지성이 본 원불교, 원불교출판사, 1987, pp.158-168.
, ｢바꾸어 생각해 보자｣, 조선일보편집국, 오늘을 사는 지혜: 생활에세이집, 조선일보사,
1976, pp.368-371
, ｢사회생활과 종교｣, 종교계1, 종교계사, 1965, pp.106-110.
, ｢청년종교인의 대화는 가능한가｣, 종교계5, 종교계사, 1966, pp.171-175.
정종, ｢숭산 박길진: 수어지교우｣, (내가 사랑한) 나의 삶80상, 동남풍, 1995, pp.140-155.

* 이 밖에도 더 추가 되어야 할 자료를 알고 계신 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제보처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063-850-5565⋅5665
bearkiss@hanmail.net 김태훈

함께 힘을 모 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벽원광 발전기금 모 금
원광대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개벽원광 발전기금을 모 금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작은 정성이 모 여
변화를 뛰어넘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유일의 글로벌 대학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계좌 1만 원 5만 명 참여운동)

※ 온라인 약정 / 기탁서 다운로드 : https://fund.wku.ac.kr/?page_id=5576
※ 자세한 기부금 관련 문의는 원광대학교 대외협력홍보과(063-850-5301)로 연락주세요.

2. 육군학생군사학교 문무대교당 후원계좌 안내
원광대학교와 인연이 깊은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 문무대교당이 2021년 10월 18일 착공기원식을
마 치고 교당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광 가족 여러분들의 많 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 니다.
※ 후원 계좌 : 새마 을금고 9002-1969-7192-8 (재)원불교문무대교당

3. 제5회 소태산영화제 안내
-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 7일(화) 매 10시부터 ~
- 장소 :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1층 컨퍼런스홀⋅ ‘원광대학교’ 유튜브 채널 온라인 중계
- 주제 : 생명 과 소통
- 내용 : 영화제 및 시사회, 메 타버스를 활용한 <정전 테마 파크>온라인 아카이빙 전시회

4. 원광대학교 개교75주년 사진 전시회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17일(금)
- 장소 :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1층 링 크전시실
- 내용 : 개교 75주년을 맞 이하여 대학 기록물관리 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 선별 전시

